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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비출혈은 흔히 일어납니다. 

비출혈은 모든 연령대에서 일어나나 아이들에게
더 자주 발생합니다. 비강 내 작은 혈관이 파열될 
때 발생합니다. 이런 혈관들은 수도 없이 많으며 
아주 얇고 섬세한 내막으로 싸여 있습니다. 

비출혈 발생 이유

비출혈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덥고 건조한 날씨, 아주 춥고 건조한
날씨(산 속, 눈 올 때)

 감염, 바이러스성 감기나 독감, 국소 공동
감염

 코를 파거나 딱딱한 물건으로 코를 쑤시는
행동(특이 아이들의 경우)

 코 타격에 의한 외상

 이상 출혈이나 혈액 응고 방지제 사용

 화장실에서 힘을 과하게 주는 것

 무거운 물건 들어 올리기

 울거나 비명지르기

병원에서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심신이 매우 미약해지는
경우, 즉시 의사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어떤 경우, 
비출혈이 과다 출혈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초기 단계의 치료로 코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10분 
간 계속 코를 누르고 있습니다. 스프레이는 
혈관을 수축시키며, 코를 누르고 있는 것으로 
대부분의 비출혈은 멈춥니다. 계속 누르고 
있는다는 것은 10분 이상 손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일부 응급 부서에서는 코를 누를 수 
있는 기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10분 간 코를 누르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항생제/비항생제 연고는 코피가 난 부분을 
촉촉하게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되므로 재출혈을
방지해 줍니다. 

코를 누르고 있어도 출혈이 멈추지 않을 때
대부분의 응급 부서에서는 두 가지 옵션을
선택합니다. 출혈이 발생한 혈관 주위에 막대를 
대는 경우 화학적 소작법이 실시되고 항생제
연고를 바릅니다. 또 다른 치료법은 코를 막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코 앞에서(가장 흔한 경우) 
출혈이 발생했을 때와 코 뒤에서(보다 심각한 
경우) 출혈이 일어났을 때 실시됩니다. 코를 막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는 거즈에서부터 팽창성 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어떤 경우 최대
이틀 간 코 속에 넣어 두기도 합니다. 

코를 막았을 때는 항생제를 처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원할 경우, 병원을 떠나기 전에 다음 진료 예약 
일정과 치료팩 제거 일시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치료팩을 스스로 제거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비출혈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하루동안은 무리한 운동은 삼가고 일주일
정도는 격렬한 움직임을 피합니다.

 코를 파지 말고 12시간은 코를 풀지 말고,
절대 세게 코를 풀면 안됩니다.

 뜨거운 음료는 피합니다.

곧바로 해야 하는 것:

 코를 막아 두었다면 제거 예정일과 시간을
어기지 말 것(종종 이틀 째)

 처방받은 항생제를 복용할 것

 의사가 준 바셀린이나 항생제를 지시받은
대로 바를 것

 12시간에서 24시간은 차분히 휴식을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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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본 건강 정보는 일반 교육 목적용으로 만들어 진 것입니다. 본 정보가 본인에게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사나 보건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집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

장기적으로 해야 하는 것: 

 코를 파지 말고 코막힘 방지제를 사용할

것(약국에서 구입 가능)

 코를 촉촉하게 유지할 것-바셀린을 사용하고
침실에서 가습기를 사용할 것

 담배를 피지 말고 담배피는 곳을 피할 것

주의해야 할 때

대부분의 비출혈은 경미한 것이나 때때로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나이가 많거나 허약한 사람에게는 출혈이
심각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없다면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구급차를
부릅니다.  

혈액 응고 방지제에 사용하고 있다면 심각한
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코를 누르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드문 경우지만, 코 내부의 종양 때문에 빈번하고 
이례적으로 비출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걱정이 
된다면 이비인후과의사에게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경미한 출혈이 있고난 후 코를 10분 간 누르고 
있은 후에 다시 출혈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지시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의사 진찰없이는 2일 간 코를 막아둔 것을 빼지 
마십시오. 

도움 구하기: 

의학적으로 응급 상황일 경우, 가까운 응급 
부서로 가거나 000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비출혈이 다시 발생하면

가정에서도 비출혈을 처치할 수 있습니다: 

 똑바로 앉아 앞으로 몸을 숙입니다

 혈관 수축 스프레이를  가지고 있다면(e.g.예
오트리빈) 부드럽게 코를 풀어 코 속의
혈전덩어리를 제거하고 난 후 코로 가볍게
숨을 쉬면서 스프레이를 2회 분무합니다

 코의 부드러운 부분을 10분 간 꼭 쥐고
있습니다

 한 번만 시도해도 코피가 멈출 수 있습니다

 10분간 들여다 보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이런한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코잔등에 얼음찜질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코를 누르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코를 꼭 쥐고 있는데도 코피가 심하게 나면
과다출혈로 이어질 수 있고,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건강상태가 아주 나빠지면
의사에게 진찰을 받거나 응급 부서로
가야합니다.

지시사항: 

Published Jun 2015. Next Review 2025. © State of NSW (Agency for Clinical Innov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