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한 두통은 모두 뇌종양의 
전조증상일까??
올 초 웰메이드 드라마로 호평을 받은 SBS <펀치>는 악성 뇌종양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한 남자의 얘기를 그리고 있다.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 

박정환(김래원)은 뇌종양 수술에 실패해 3개월의 시한부 판정을 받고, 두통이 

올 때마다 마약성 진통제에 의지하며 살아간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심한 

두통은 모두 뇌종양을 의심해 봐야하는 것일까?

지속되는 두통, 유심한 관찰 필요해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을 괴롭히는 만성 두통은 뇌종양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그러나 두통만

으로 뇌종양을 의심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두통은 전체 인구의 70~80% 이상이 1년에 한 번 

이상 경험할 정도로 흔한 증상이다. 그중 뇌종양과 같은 악성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두통은 

10%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 두통으로 인해 악성 질환이 발견될 가능성은 적지만, 반복되는 

만성 두통을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 3개월 이상 두통이 지속된다면 병원을 찾아가 진단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 또한 두통이 나타나는 주기와 강도를 기록하면서 다른 증상이 함께 나타

나지는 않는지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성 두통의 원인은 1) 뇌출혈이나 뇌경색 등 뇌혈관에 이상이 생긴 두통 2) 바이러스나 결핵

균 등 감염에 의한 두통 3) 뇌종양에 의한 두통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두통도 뇌종

양도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하며, 현재까지 예방법이 없다. 예방법이 없는 만큼 증상이 지속될 경

우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인공 박정환은 병으로 힘들어하면서도 악과 맞서 싸운다. 15회에서는 극중 박정환의 동

생이자 의사인 박현선(이영은)이 전 부인 신하경(김아중)에게 그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한다. 

“앞으로 두통이 더 심해지고 언어장애가 오며, 걷는 것도 불편해질 거예요.” 의사의 말처럼 주

인공은 일을 하던 중 두통이 심해졌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자 자신의 다리를 치며 분노한

다. 뇌종양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두통이다. 참지 못할 수준으로 지속되다 말기가 되면 의

식을 잃기도 한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술을 마셔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푹 자고 일어났는데

도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픈 증상이다. 또 악성 뇌종양 말기가 되면 종양이 커져서 신경을 자

극한다. 언어중추에 종양이 생기면 언어 장애가 오는 것처럼 뇌의 어느 부분에 종양이 생겼느

냐에 따라 고유 기능이 망가진다.

사진 제공. SBS <펀치>

뇌종양의 초기 증상은 물체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거나  

두개로 겹쳐보이므로, 유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사진 제공. SBS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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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커피, 콜라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 NO!

·조미료를 사용한 음식 NO!

·햇빛에 많이 노출되지 않기

·컴퓨터 모니터를 오랫동안 보지 않기

·물을 자주 마시기

·진통제 복용을 줄이고 비타민B 복용하기

·페인트, 향수, 담배연기 등의 냄새와 소음, 진동 피하기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운동 및 수면을 취하기

·식사를 거르지 않기

사진 제공. SBS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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