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은 종종 뇌진탕이라고 불리는 경증의 뇌손상을 입곤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전히 회복합니다. 며 칠 내에 기분이 나아지기 시작해서 
몇 주 내에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소수의 경우, 
중증의 합병증이 뇌손상 이후 24시간 내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보호자가 다음 중 어떤 증상이라도 인지한다면, 즉시 가정의(GP)에게 진료를 
받거나, 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하며 또는 응급 전화 번호 000으로 전화 하십시오.

경증 뇌손상 환자의 퇴원 후 주의사항 (성인 환자의 경우)

경고 증상: 뇌손상 후 첫 24시간

수면을 취할 수 있나요?

반드시 성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기절하거나 일시적 기억 상실 또는 발작을
일으킨다

• 신체의 일부를 움직일 수 없다
• 손발의 움직임이 서투르다
• 시각이 흐리거나 발음이 어눌하다
• 귀 또는 코에서 유동물질이 나오거나 출혈이

있다
• 청각 소실
• 두 번 이상의 구토

• 정신이 아찔하거나 졸리다
• 깨워도 깨어날 수 없다
•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
• 계속되는 중증의 두통이 있거나 두통이

악화된다
• 새로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사람 또는

장소를 인지하지 못한다

물론입니다. 수면을 취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첫 24시간 동안은 성인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담당의가 여러분을 깨워서 진찰을 받도록 권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일이 있을 때는담당의에게 진찰을 받으십시오.
• 어떤 것이든 경고 증세에 해당하는 것을 경험할 때
• 어떤 증세든 걱정이 될 때
• 접촉 경기에 복구하길 원할 때
• 어떤 것이든 다른 약물을 복용할 때
• 운전 또는 기계 가동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지 궁금할 때
• 직장 또는 학교에 복귀하는 것이 걱정될 때
• 가족 또는 친구들이 여러분에 대해 걱정할 때.

경증 뇌손상 후에 나타나는 흔한 증상: 

수면

수면 장애
과다한 수면
충분치 못한 수면
피곤함을 더 많이 느끼고 활기가 없다

기분/행동

화를낸다
쉽게 짜증 낸다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거나 슬프다

만약 여러분이 다음 중 어떤 증상이라도 경험한다면, 담당의가 그 증상들을 추적 관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며 칠 또는 몇 주 내에 완전히 회복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체적 증상

경증의 두통 (사라지지 않는 경우)
구토 (구역질)는 하지 않지만 어지럽거나 몸이 아픔
소음 또는 빛에 더 민감함
균형을 잡는데 어려움이 생김

사고/기억

집중 및 주의 장애
기억 장애 또는 건망증
막연한 생각이 들거나 ‘안개가 낀 것처럼 생각이 
흐릿해짐’
문제 해결 및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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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본 의료 정보는 일반적인 교육 목적만을 위한 것입니다. 항상 담당의 또는 다른 의료 전문인과 상의하여 본 정보가 
여러분에게 맞는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퇴원 후 권고 사항

Gosford Hospital 외상 센터의 책임을 맡고 있는 Dr Duncan Reed (2007)가 쓴 “경증 뇌손상 환자의 퇴원 후 주의 사항”을 각색한 내용입니다. NSW 외상 및 손상 
관리 협회.

뇌손상 후 첫 4주

휴식/수면

첫 24시간 동안 반드시 여러분이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성인의 보호를 받도록 
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담당의가 여러분을 깨워서 진찰을 받도록 권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과 정신적 안정을 취하여 뇌가 회복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두통에는 파라세타몰(paracetamol) 또는 파라세타몰(paracetamol)/코딘
(codeine)을 복용하십시오.  

아스피린(aspirin) 이나 아이뷰프로펜(ibuprofen) 또는 나프록센(naproxen)과 
같은 항염증성 통증 완화제(NSAIDs)는 복용하지 마십시오.

통증 완화

적어도 24시간 동안은 운전이나 기계 가동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이 회복돼서 충분히 집중할 수 있을 때까지 운전 또는 기계 
가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담당의와 상의하십시오.

4시간 동안은 금주하시고, 수면제 또는 기분전환용 마약도 복용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약물들은 여러분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이 약물들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뇌가 해당 뇌손상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지 식별하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담당의에게 처방 받은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담당의가 그러라고 하기까지 
복용을 멈추지 마십시오.

48시간 및 여러분이 모든 증세에서 벗어날 때까지 스포츠 또는 힘든 신체적 활동을 
하지 마십시오.

뇌가 첫 번째 손상에서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다시 손상을 입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스포츠와 신체적 활동에 점진적인으로 복귀하는 것에 대해 담당의와 
상의하십시오. 의심이 간다면, ‘쉬십시오’ 

여러분이 집중하거나 기억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휴직 또는 휴학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담당의 및 고용주/주임 선생님과 상의하십시오.

때때로 여러분의 증세는 가족 및 친구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를 잘 내거나 불안해하는 증세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또는 친구들이 이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면, 담당의에게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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