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휩래시란?

호전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걸리나요?

휩래시는 머리를 좌우로 혹은 앞뒤로 갑자기 빠르게 움직일 때 
발생합니다. 이 움직임은 목에 손상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휩래시는 
자동차 사고 시에 생길 수 있습니다. 

목통증은 휩래시의 가장 흔한 증세입니다. 다른 증세로는 두통, 어깨와 
팔의 통증 및 현기증이나 어지럼증을 느끼는 것을 포함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회복 기간 동안에 이러한 증세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며칠 혹은 몇 주 내에 휩래시에서 회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복하는데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회복 
상태가 다릅니다.

회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의사의 진료를  
받습니다.

본인의 청구사항에 대해서 어떤 것이든 질문이 있으면, 1300 656 919 번 또는
sira.nsw.gov.au 로 주립보험규제국(State Insurance Regulatory Authority)의  

CTP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활동을  
유지합니다.

목 운동을  
합니다.

아래 세 가지 방법으로 환자가 자신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적인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회복에 좋습니다.

처음에는 평상시의 모든 일을 할 수는 없더라도, 일을 지속하는 
사람들이 일을 오랫동안 하지 않는 사람보다 회복이 더 빠릅니다.

KOREAN

휩래시 (Whiplash)
첫 12주 동안의 회복에 대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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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료를 받습니다.
부상 이후에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가 진단을 하고 치료에 대해 조언을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휩래시를 위해 x-레이 
및 기타 테스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환자는 자신의 통증 및 어려운 사항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도록 요청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는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치료 혹은 통증을 위한 약품을 권장할 것입니다.

회복 기간 동안에 계속 일을 하고 평상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의사는 여러분의 증세를 치료하고 회복을 돕기 위해 목운동을 시켜주는 의료 전문인을 
보도록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목 운동을 합니다
조금씩 목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주 부드러운 운동을 하는 것이 권장되며 
하루에 10분 가량이 적당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최상의 운동에 대해 의사나 의료 전문인에게 문의하십시오.

목 운동을 어떻게 하는 지에 대해 더 배우고 알고자 하시면,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sira.nsw.gov.au/injuryadvicecentre.

활동을 유지합니다
일상적인 활동을 가능한 많이 하십시오. 이는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다소의 고통이나 
불편함은 회복 과정에서 정상적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부 활동을 하는 방법을 바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창의적으로 생각하여 목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예:

• 쇼핑을 하거나 정원 용품을 나르거나 일터에서 박스를 운반할 때 나누어서 가볍게 나를
수 있도록 여러 번 움직이도록 합니다.

• 아이 혹은 랩탑 혹은 운동용 가방 등을 들 때 위치를 바꿉니다.

• 자세를 좀더 자주 바꾸거나 일어나거나 주위로 움직입니다. 컴퓨터에 앉아서 일하거나
TV를 보거나 혹은 친구와 가족들과 식사를 할 때 그렇게 합니다.

• 한꺼번에 하기보다 며칠에 걸쳐 일상적인 활동을 합니다. 하루에 방 하나씩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거나 정원의 한 부분을 한 번씩 잔디를 깎아줍니다.

• 발판 사다리를 이용하여 자세를 향상시키고 머리 위로 물건을 집는 것을 피합니다.

• 수영을 할때 머리를 틀어 숨을 쉬는 것이 어려울 경우 스노클과 고글을 이용합니다.

• 자전거의 핸들 바를 들어 올려 자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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