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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서비스 Emergency Services 

어린이의 뇌진탕(경미한 두부 손상) 
Concussion (Minor Head Injury) in Children 
 

자녀가 머리를 다쳤습니다 
Your child has injured his or her head 

저희 의료팀은 심각한 뇌 손상의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뇌진탕은 일반 X선이나 스캔에서는 볼 수 

없는 유형의 뇌손상입니다. 자녀가 생각하고 기억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다양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집에서 보살핌을 받아도 안전합니다. 다음 

24~48시간에 걸쳐 자녀의 상태를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이례적인 행동을 가장 

잘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자녀의 상태를 댁에서 확인하는 방법 
How to check your child at home 

아이가 원하면 잠을 자게 하세요. 잠은 아이에게 좋지만, 

다음 24~48시간에 걸쳐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다음을 확인하세요. 아이가 

− 자기 이름을 아는지 

− 부모님이 누구인지 아는지 

−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지 

− 평소처럼 쉽게 깨어나는지 

− 부모님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을 수 있는지 

− 귀나 코에 피나 액체가 있지는 않는지 

− 숨을 쉽게 쉬고 있는지 

− 통증을 많이 느끼고 있지는 않는지 

 

아이에 대한 부모님의 직감을 신뢰하세요. 뇌 손상의 

일부 징후는 자녀를 잘 아는 사람만이 알아차릴 수 있는 

변화입니다. 

자녀가 다음과 같으면 9-1-1로 즉시 전화하세요. 
Call 9-1-1 right away if your child: 

 앉아 있거나 걸을 때 균형을 잃음 

 자주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딤 

 팔이나 다리의 힘을 잃음 

 물건을 떨어뜨림 

 눈이 잘 보이지 않음(흐려 보이거나 이중으로 

보인다고 할 수 있음) 

 특이한 동작을 하거나 몸에 경련과 씰룩임(발작)이 

있음 

 

 

자녀를 응급실에 데려가셔야 할 상황 
When to bring your child to Emergency 

 부모님이 보기에 아이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함 

 아이가 기운이 없거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함 

 아이가 두부 손상 전에는 할 줄 알던 것을 하지 못함 

 아이가 안절부절못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헷갈려 함 

 아이를 깨우기 어려움 

 아이의 귀나 코에서 피나 노란색 액체가 나옴 

 아이가 세 번 이상 토함(구토)(한두 번은 일반적이고 

예상됨) 

 아이가 두통이 심해지거나 진통제로도 나아지지 

않음 

 아이가 아주 어린데 

− 달래거나 진정시킬 수 없음 

− 모유나 음식을 먹지 않음 

 

Korean 



 
어린이의 뇌진탕(경미한 두부 손상)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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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24시간 동안 Over the next 24 hours 

• 두통에는 일반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애드빌)을 주셔도 됩니다. (타이레놀은 

아세트아미노펜의 일종입니다.) 

진정제나 더 센 진통제를 주지 마세요. 이런 약은 

손상의 일부 중요한 징후를 가릴 수 있습니다. 

단순 진통제가 도움이 되지 않으면 가정의에게 

연락하세요. 

• 아이가 며칠간 속이 안 좋을(메스꺼울) 수 있습니다. 

양이 많은 끼니보다는 간식과 음료를 조금씩 주세요. 

• 아이가 눈에 보이는 곳에 있게 하세요. 아이가 다시 

호전될 때까지 함께 조용히 책을 읽거나 놀아주세요. 

거친 놀이나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세요.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정보 
Tips for helping your child recover 

• 아이가 밤에는 잠을 충분히 자고 낮에는 휴식 

시간을 갖게 하세요. 

• 아이가 정상 활동에 한꺼번이 아니라 서서히 

돌아가게 하세요. 

• 소음과 자극(예: TV, 비디오 게임, 태블릿, 컴퓨터와 

기타 전자 제품, 시끄러운 음악 등)을 제한하세요. 

• 아이와 한 번에 하나씩 해보면서 아이의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게 하세요. 

• 아이의 기억을 돕도록 메모를 하고 달력을 

사용하세요. 

• 아이의 두부 손상에 관해 아이를 아는 다른 

사람들(가족, 친구, 교사, 상담사, 아이 돌보는 사람, 

코치 등)과 이야기하세요. 이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도울 수 있습니다. 

• 학령기 자녀의 경우 첨부한 'Return to School'(학교 

재등교) 다음에 'Return to Activity'(활동 복귀) 

자료를 따라주세요. 

 

자세한 정보 문의처 To learn more, it’s good to ask 

• 가정의 

• BC Centre for Ability  604-451-5511 
(만 12 세 이하) 

• Adolescent Complex Concussion Clinic  604-737-6291 
(만 12~15 세) 

• Fraser Health Concussion Services  604-514-7431 
(만 16~18 세) 
온라인: fraserhealth.ca 에서 “concussion” 검색 

• Fraser Health Virtual Care  1-800-314-0999 
실시간 온라인 채팅: fraserhealth.ca/virtualcare  
매일 오전 10:00 ~ 오후 10:00 

• HealthLinkBC  8-1-1 (7-1-1 TTY)  
온라인: HealthLinkBC.ca 
HealthLinkBC는 24시간 운영됩니다. 130개 언어로 

이용 가능. 통역이 필요하시면 영어로 코리언이라고 

하십시오. 통역이 전화에 연결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뇌진탕에 관한 웹 정보 
Web Resources on Concussion 

뇌진탕 인식 교육 도구   

    cattonline.com 

‘Parent or Caregiver’나 ‘Athlete’, ‘Coach’ 

선택 

패러슈트 캐나다 

  parachutecanada.org 

‘Injury Topics’ 선택 후 ‘Concussion’ 선택 

BC 아동 병원 응급실 'Head Injury'(2012 년 10 월)에서 허락을 받아 원본을 수정 인용함 

https://www.fraserhealth.ca/health-topics-a-to-z/brain-injury/concussion
https://www.fraserhealth.ca/patients-and-visitors/fraser-health-virtual-care
http://www.healthlinkbc.ca/
http://www.cattonline.com/
https://parachute.ca/en/injury-topic/con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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