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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편두통은 심신을 허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편두통은 경미한 두통에서부터 극심한 두통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다양합니다. 편두통은 그 
특유의 패턴과 과거 병력, 가족력 등으로 
진단합니다. 

편두통은 몇 시간에서 수일간 지속되기도 합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걸리고 10명 중 1명 꼴로 
발생합니다. 빈도와 강도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줄어듭니다. 

편두통을 앓는다고 해서 보다 심각한 병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편두통의 원인

편두통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나 혈관 내 변화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들은 편두통을 
혈관성 두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수많은 화학물질과 요인들이 이러한 혈관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편두통 유발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술, 특히 레드 와인

 초콜릿, 커피, 치즈, 일부 식품 방부제

 굶주림

 가솔린, 바디 스프레이, 세척액 등과 같은
휘발성 물질

 운동, 흥분, 나른함, 또는 피로

 호르몬, 월경 또는 폐경기

 약물

 밝거나 반짝이는 불빛, 소음, 텔레비젼,
컴퓨터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

종종 패턴을 가지며 산발적이거나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의 경우 
편두통으로 인해 심신이 매우 허약해지기도
합니다. 편두통 촉발 원인은 밝혀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

편두통은 주로 머리 한쪽에서 시작하여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보통 움직이면 더 심해집니다. 
관련 증상으로 메스꺼움, 밝은 빛과 소음에 대한 
과민 반응 등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혈관이 뛰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며 머리가
조여오거나 쥐어짜는 듯이 아픕니다. 보통 
움직이면 더 심해집니다. 

많은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전조나 징후가 두통
발생 전에 나타납니다: 

 어른거리는 빛
 흐린 시야
 마비와 저림
 이상한 냄새
 메스꺼움과 구토

병원에서

편두통을 처음 겪었거나 자가 치료에 효과가
없었을 경우, 의사로부터 다양한 치료법이 시도될 
것입니다. 대개, 가능한 한 조기에 약물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증상이 경미하고/거나 초기인 경우, 아스피린이나 
뉴로펜, 파라세타몰과 같은 단순 진통제에 맥사론 
같은 구토 방지제가 추가로 주어집니다. 약물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즉시 의사나 간호사에게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병원에서 실시하는 보다 강력한 치료에는 다양한
약물 투여와 정맥 수액 주사가 포함됩니다. 정맥 
주사와 함게 랄각틴(클로르프로마진)을 투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져 왔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약이 나왔기 때문에 모르핀이나
페디다인 같은 환각제는 더 이상 편두통 치료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전형적이거나 일반적인 편두통을 앓고 있다면
대개의 경우, 추가 검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두통에 미심쩍은 요인이 있으면 검사가

실시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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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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두통이 다시 발생하면

전에 복용해 보았던 약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처방약을 즉시 복용합니다. 

처방받은 약이 없는 경우, 파라세타몰(성인 
2정)과 뉴로펜(성인 400mg)을 복용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을 중단합니다

 어두운 방에 눕습니다

 책을 읽거나 TV를 시청하지 마십시오

 자극을 피합니다

 술과 차, 커피, 오렌지 쥬스, 초콜릿, 치즈
따위의 음식을 피합니다.

주의해야 할 때

 심신이 쇠약해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면
의사와 상담하거나 구급차를 불러야 합니다.

 두통이 불시에, 갑자기 시작되면 즉시 응급
부서로 가야 합니다.

 두통이 평소 때의 편두통과 아주 다를 경우
의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평소의 전조와는 다른 이상한 느낌이
계속되면 의사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증상이  편두통으로

인한 것일 수 있지만 다른 심각한 문제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치 않으면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편두통이 내게 해로운가? 

대부분의 편두통은 환자 자신이 집에서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심한 편두통일지라도 
영구적인 손상을 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편두통이 
일상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 전문의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며 
일반의가 전문의에게 위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참고: 편두통을 촉발시키는 요인을 특정할 수 
있다면 이를 피하도록 노력하고, 약을 먹을 것 
같으면 초기에 복용하고, 두통의 증상이 다를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지시사항: 

도움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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