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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신과 기립성 조절장애는 편두통 환자와 대조군에서 
뇌병변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
Syncope and orthostatic intolerance increase risk of brain lesions in 
migraineurs and controls

목적: 편두통 환자에서 무증상 또는 증상성 뇌허혈 병변 위험이 높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또한 편두통 환자는 

일시적인 뇌혈류 감소와 연관되어 빈번한 실신과 기립성 조절장애의 유병률도 높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자율신경

계 증상이 편두통 환자의 뇌병변 발생 위험 증가와 관련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인구 기반, 단면 연구인 CAMERA (Cerebral Abnormalities in Migraine, an Epidemiologic Risk Analysis) 

코호트(연령 30~60대, 다른 신경학적 증상은 없음)에서 편두통 환자(n=291)와 대조군(n=140)을 대상으로 1) 뇌 

MRI를 촬영하고, 2) 빈번한 실신(≥5/lifetime)과 기립성 조절장애에 대한 질문을 포함한 구조화된 전화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결과: 빈번한 실신(교차비[odds ratio, OR]=2.7; 95% 신뢰구간: 1.3~5.5)과 기립성 조절장애(OR=2.0 [1.1~3.6])

는 심부 백질 병변의 독립적인 위험인자였다. 이러한 영향은 여성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고 편두통 환자와 대조군

에서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편두통의 진단은 이러한 관계와 관련 없었다. 기립성 조절장애 현상이 빈번한 환자는 

뇌실주변 백질 병변의 발생률이 높았다(OR=1.9 [1.1~3.5]). 실신과 기립성 조절장애는 무증상 뇌경색이나 천막

하 병변과는 관계가 없었다.

결론: 빈번한 실신, 기립성 조절장애와 편두통은 특히 여성에서 백질 병변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독립적인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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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두통은 극심한 두통 및 자율신경계 기능장애 및 때때로 조짐증상이 동반된다.1 편두통 발작이 매우 고통

스럽고 일상생활에 장애를 유발하지만2 뇌에 손상을 주는 질환으로 여기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인구기반 CAMERA (Cerebral Abnormalities in Migraine, an Epidemiologic Risk Analysis) 

연구에서 여성 편두통 환자에서 심부 백질의 고신호 병변(white matter hyperintense lesions, WMLs)의 위험

이 높고, 남성과 여성 편두통 환자 모두 뇌간의 고신호 병변과 소뇌경색을 포함한 천막하 뇌병변의 유병률

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3,4 이러한 관계는 심혈관계 위험인자나 혈관수축성 항편두통 약물의 사용과는 

관련이 없었다. MRI에서 관찰되는 병변들은 무증상이지만 편두통이 허혈뇌졸중의 위험인자5임을 보여주는 

메타분석의 관점에서 보면 연관 있을 수 있으며, WMLs는 일반적으로 향후 뇌졸중의 발생과 인지 및 기능

저하를 예측할 수 있다.6 그러나 편두통 환자에서 뇌병변이 증가되는 기전은 알 수 없다.
같은 코호트 연구에서, 자율신경계(autonomic nervous system, ANS) 기능장애의 임상적 발현 형태를 분

석한 결과 발작간 자율신경계 장애의 징후가 없는 편두통 환자에서 일생 중 발생하는 실신과 빈번한 실신 

그리고 기립성 조절장애(orthostatic intolerance, OI)의 유병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7 그러나 편두

통 환자에서 기립성 저혈압(orthostatic hypotension, OH)8 또는 체위성 빈맥증후군(postural tachycardia 
syndrome)9,10과 같은 혈압이나 맥박의 비정상인 반응성이 더 빈번하지는 않으나, 최근 실신 편두통(실신 직

전이나 실신 후에 편두통성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이 보고되었다.11 
자율신경계 기능장애는 일시적인 뇌 관류저하12-14와 관계가 있고 이러한 현상은 뇌병변 발생의 위험요소

이다. 15-20 Atherosclerosis Risk in Communities (ARIC) 연구에서는 무증상 기립성 저혈압과 기립성 수축기

와 이완기 혈압의 감소가 허혈뇌졸중의 예측인자이고 다른 위험인자를 보정한 후에도 예측인자로 확인되었

다.19,20 다계통위축증(multiple system atrophy)과 레비소체치매(Lewy body dementia)로 인한 중증의 증상성 

기립성 저혈압에서 WMLs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21-23 기립성 저혈압의 중증도는 WMLs
의 정도와 관계가 있으며, WMLs의 다인성 병인은, 기립성 저혈압이 앙와위 고혈압이나 인지저하 등과 같

이 이미 알려진 WML의 위험인자와 자주 동반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24-26 그러나 반사 실신(reflex syn-
cope)과 같은 일시적 뇌 관류저하 현상의 가장 흔한 원인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한편 최근 연구에서 

환자의 무증상 기간(실신 발작의 사이) 동안에도 뇌혈류에 이상소견이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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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연구대상

International Headache Society criteria1에 따라 

진단된 863명의 편두통 환자와 5,628명의 대조군에

서 135명의 조짐이 없는 편두통 환자와 161명의 조

짐이 있는 편두통 환자, 그리고 두통이 없는 140명
의 대조군을 무작위 선정하였다. 연령은 30대에서 

60대였으며 환자군과 대조군의 나이와 성별, 그리

고 심혈관계 위험인자의 구성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반응군(69%)과 비반응군을 비교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참가자들은 서면 동의를 하였고, 경
제적인 보상 없이 참가하였다. 전화 인터뷰와 신경

학적 검진, MRI 연구를 포함한 프로토콜은 윤리위

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편두통이 없는 기간(편두통 

발작 후 ≥3일)의 편두통 환자는 인터뷰 10일 이내

에 병원을 방문하였다.

실신과 연관된 변수들

자율신경계 증상과 징후 관련, 실신은 모든 참가

자에서 표준화된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실신은 짧

은 의식 소실을 의미하며, 고온에서 장시간 기립 

시 유발될 수 있지만 명확한 유발인자 없이도 발생

할 수 있다. 두부손상과 간질발작으로 인한 의식불

명은 실신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실신에 가까운 

증상(near syncope)”은 대개 실신 전에 선행하지

만 따로 발생할 수도 있으며, 어지러움, 몽롱함

(lightheadedness), 집중력 상실, 이명, 또는 시야가 

어두워지는 증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분석을 위

해서 질문은 “1번 이상의 실신(syncope ever)” (적어

도 1번 이상의 발작)과 “빈번한 실신(frequenty)” (일

생 동안 5번 이상의 실신발작)으로 분류하였다. 추
가적인 질문은 실신, “실신에 가까운 것”이나 장시

간 기립, 장시간의 뜨거운 샤워, 과식 후, 운동 후 

또는 혈액을 보았을 때나 정맥천자 중 발생하는 것

과 같은 특별한 상황을 피하는 것에 대한 조사였다. 
기립성 조절장애는 실신이나 실신전증(presyncope)
이 기립으로 유발되거나, 이러한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 장시간 기립을 피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전
체 설문지[appendix e-1 on the Neurology® Web 
site at www.neurology.org]).7 2가지 자율신경 반응

성 검사(기립이나 정맥천자 후 혈압과 맥박의 변

화)를 시행하였으나, 이전 결과와의 비교분석은 본 

연구에 포함하지 않았다.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전체 뇌 MRI 영상은 1.0과 1.5 tesla로 시행하였

고 3mm axial 영상을 proton-density, T2-weighted 
fast spin-echo 및 fluid-attenuated inversion recov-
ery (FLAIR) 영상을 시행하였다(Figure). 임상정보

에 대해서는 눈가림하여 1명의 신경과학자가 모든 

영상을 판독하였고 뇌실주변과 심부 WMLs, 천막

하 고신호 병변(infratentorial hyperintense lesions, 
IHLs), 그리고 뇌경색의 자세한 위치에 대해 체계

적으로 기록하였다. 반정량적 WML-평가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이전에 기술한 방법에 준하

였다.3,25 15점의 PVWL 점수에서 3점을 초과하는 

것과 전체 DWML 용적의 상위 20%는 고부하로 

분류하였다. IHLs은 proton 및 T2 영상에서 고신

호로, 그러나 FALIR 영상에서 저신호로 보이지 않

았다.29.30 경색은 비종양성 병변으로 혈관의 분포에 

합당하며 모든 영상에서 CSF 신호와 같은 신호강

도로 관찰되며, 천막위 병변인 경우 FLAIR 영상에

서 가장자리에 고신호가 관찰되는 것으로 정의하

였다.31,32 병변을 확인하는 데 두 영상기기의 민감

도에는 차이가 없었다.3 

교란변수, 공변량과 편두통 특성에 대한 평가

인구사회적/의학적 그리고 편두통의 특성에 대

해서는 인터뷰와 의학적 검진을 통해 평가하였다.3 
편두통이 있는 참가자는 두통과 조짐의 빈도와 편

두통 발작이 있을 때 몇 년 동안 사용한 특정 항편

두통 약제의 사용 빈도 및 양에 대해 분석하였다.3

통계

MRI 자료가 있는 435명의 참가자 중 291명의 편

두통 환자와 140명의 대조군에서 실신에 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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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집하였다. 12례에서는 실신의 빈도에 대한 자

료가 불완전하였으나, 인구학적 변수나 심혈관계 

위험인자 또는 MRI 변수에는 차이가 없었다. 
Chi-square test, unpaired t test와 1-way analyses of 
variance를 이용하여 그룹 간 특성의 분포와 평균의 

차이를 평가하였다. 편두통과 그 아형(조짐이 있거

나 조짐이 없는)과 뇌경색 발생의 위험, 높은 

PVWML 부하, 높은 DWML 부하, 그리고 IHLs의 

관계를 분석하였다.3,4 나이, 성별, 심혈관계 위험인

자와 항편두통 약제를 보정한 logistic regression 
analyses에 근거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편두통과 뇌

졸중의 유병률 및 위험이 다르기 때문에 이전 분석

과 현재 분석 모두 성별로 계층화하였다.3-5 편두통 

환자와 대조군의 실신 유병률을 비교하였고7 MRI 
자료가 있는 그룹(n=431)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은 실신과 관련된 변수와 MRI의 뇌병변과

의 상관관계에 초점을 두었다. 뇌경색의 존재(유/
무), 높은 DWML 부하, 높은 PVWML 부하, 그리

고 IHLs와 미리 정해진 실신과 연관된 변수(1번 이

상의 실신, 빈번한 실신[≥5회], 그리고 기립성 조절

장애)를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우리

는 나이, 성별, 지역에 대해 보정하고(model 1), 추

가적으로 교육수준, 체질량지수, 고혈압, 콜레스테

롤, 음주 정도, 그리고 흡연도 보정하여(model 2), 
logistic regression analysis로 실신 관련 변수들에 

따른 MRI outcome의 위험도를 평가하였으며, 추
가적으로 성별과 편두통 진단으로 계층화하였다. 
대상자가 적어 DWML outcome에서만 위와 같은 

분석이 가능하였다. 
편두통과 관련된 중재를 평가하기 위해 편두통 

진단(유/무)을 모델 2에 추가하였다. 적절한 평가를 

하기 위해, 교차비를 실신과 편두통 가변수(dummy 
variables)를 모델 2에 추가, 기립성 조절장애가 없

는 편두통 환자의 위험도, 기립성 조절장애가 있는 

대조군의 위험도, 기립성 조절장애가 있는 편두통 

환자의 위험도를 기립성 조절장애가 없는 대조군

과 비교하여, 진단 조합에 따라 계산하였다. 높은 

DWML 부하와 편두통 환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

성에서만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석은 선험적

으로 성별에 따라 계층화하였다.3 Statistical Package 
of Social Sciences (version 16; SPSS Inc., Chicago, 
IL)를 이용하여 분석과 적절한 회귀진단(regression 
diagnostics)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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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참가자의 편두통 진단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과 

위험인자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혈압 측정과 고

혈압의 유병률은 기립성 조절장애가 있는 환자에

서 낮게 나타났지만, 빈번한 기절이나 편두통 병력

이 있는 환자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MRI 자료가 

있는 하위그룹(n=431)에서 편두통 환자(vs 대조군)
가 “1번 이상의 실신”(49% vs 31%; p<0.001), “빈
번한 실신”(14% vs 6%; p=0.01), 그리고 기립성 조

절장애(32% vs 12%; p<0.0001; 더 많은 유병률 자

료는 Table e-1에 나타내었고 자율신경 반응성 검

사의 결과는 Table e-2에 나타내었다)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계층화한 결

과 여성에서 유의하였지만, 남성의 수가 적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조짐이 있는 편두통 환자와 

없는 환자간 차이는 없었고, 발작 수가 적은(<1 at-

tack/month) 환자와 많은 환자에서도 차이가 없었

다. 당뇨, 심근경색의 병력,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높은 알코올 섭취량, 그리고 항고혈압제의 

복용은 실신의 위험인자가 아니었다. 편두통의 진

단과 관계없이, “빈번한 실신”과 기립성 조절장애

는 겹치는 부분이 있었다: 빈번한 실신이 있는 환

자의 57%에서 기립성 조절장애가 있었고, 빈번한 

실신이 없는 환자의 22%에서 기립성 조절장애가 

있었으며, 기립성 조절장애가 있는 환자의 25%가 

빈번한 실신을 경험하였고 기립성 조절장애가 없

는 환자의 7%에서 빈번한 실신이 동반되었다

(p<0.001).
“1번 이상의 실신” 병력이 있거나 없는 환자에 

어떤 형태의 뇌병변도 유병률은 차이가 없었다. 
Table 2는 빈번한 실신과 기립성 조절장애가 있거

나 없는 환자(crude data)에서 높은 DWML 부하, 
높은 PVWL 부하, 그리고 IHLs의 유병률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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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실신이 빈번한 환자들에서 높은 DWML 부
하가 더 높은 빈도로 관찰되었고(p=0.005), 여성에

서 더 빈번하였고 편두통 환자군과 대조군에서 동

등한 정도로 관찰되었다. 다변량 조정의 logistic re-
gression analyses (Table 3)에서 빈번한 실신은 높

은 DWML 부하(모델 2, OR=2.7; 95% 신뢰구간: 
1.3~5.5)의 독립적인 위험인자였고, 이 관계는 편두

통 진단(Table 3, 모델 2+편두통)의 영향을 받지 않

았다. 이 관계는 대조군만 포함한 경우 및 현재 항

고혈압제를 복용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계

층화된 분석에서도 유의하였고, 유사하였다(데이

터는 제시하지 않음). 빈번한 실신이 있는 참가자

는 높은 PVWML 부하의 유병률이 높은 경향성이 

있었고(p=0.08), 여성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

(p=0.06). 높은 PVWML 부하가 있는 환자의 수는 

multivariate analyses를 하기에는 수가 적었다. 빈번

한 실신은 IHLs와는 관계가 없었다. 
OI가 있는 참가자에서 높은 DWML 부하(Table 

2; p=0.01)와 높은 PVWML 부하(p=0.005) 가 자주 

동반되었고, 여성에서 더 뚜렷하였다. Multivariate 
analyses (Table 3)에서 OI는 높은 DWML 부하의 

독립적인 위험인자이고, 편두통의 영향을 받지 않

았으며 대조군만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유사하

게(그리고 유의하게) 나타났다. 대조군만 분석한 

하위분석에서, OI는 IHLs의 높은 유병률과 관계

되어 있었다(Table 2, p=0.007). 
실신과 편두통(dummy analyses)의 진단 조합에 

기반하여, 여성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하위그룹

의 높은 DWML 부하의 위험에 대한 평가에서, 빈
번한 실신이 있는 편두통 환자(OR=6.3 [1.0~40], 
모델 2)와 빈번한 실신이 있는 대조군(OR=6.0 
[2.1~17])에서 비슷한 정도로 위험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빈번한 실신과 높은 DWML 부하의 관계에 

편두통이 유의한 완화 역할을 한다는 가능성을 배

제하는 것이다. 빈번한 실신이 없는 여성 편두통 

환자는 여전히 위험이 높았다(OR=2.3 [1.0~5.3]; 이
전에 보고한 값과 비슷한 정도). OI가 있는 여성 

편두통 환자(OR=3.9 [0.9~17])와 OI가 있는 여성 

대조군(OR=3.5 [1.4~8.6])에서 높은 DWML 부하

의 위험이 유사한 정도로 증가하였고, OI가 없는 

여성 편두통 환자 역시 높은 DMWL 부하의 위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R=2.0 [0.8~4.7]). 
빈번한 실신(8% vs 2%; p=0.1)이나 OI (8% vs 

5%; p=0.4)가 있거나 없는 환자에서 뇌와 소뇌 경

색의 유병률이 차이가 없었고, 성별, 편두통 상태 

또는 편두통의 아형으로 계층화한 후에도 차이 없

었다. 

고   찰

젊은 사람과 중년의 건강한 사람에서, 빈번한 실

신과 OI가 높은 DWML 부하의 독립적인 위험인

자이고 PVWML 부하와 IHLs의 위험인자일 가능

성을 제시한다. 이 현상은 여성에서 더 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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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두통 환자와 편두통이 없는 사람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빈번한 실신이나 OI가 없는 여성 편두

통 환자에서 높은 DWML 부하의 위험도가 2배로 

증가되어 있었다.3 따라서, 빈번한 실신이나 OI의 

병력 자체가 여성 편두통 환자에서 뇌병변의 위험

이 높은 이유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실신과 관련된 

ANS 증상과 편두통은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여겨

진다.
실신은 뇌 관류저하에 의한 일시적이고 짧으며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의식소실이다.12,13 실신의 3
가지 원인으로 반사실신(동의어: 신경계 연관 실

신), 심장성 실신,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이 있다. 젊
은 연령(편두통 환자 21±13 years; 대조군 23±13 
years)과 특정한 환경인 경우는 반사 실신의 가능

성이 높다.7 뇌 관류저하가 오래 지속되는 것이 뇌 

손상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반사 실신에서는 짧게 지속되는 관류저하가 무증

상 뇌 변성과 관계있다는 근거는 부족하다.
WMLs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서 자주 관찰되고 

나이에 따라 유병률이 증가하였다. WMLs의 발병

기전은 아직 완전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삽화성 또

는 만성 관류저하, 죽상경화, 혈관뇌장벽 기능부전, 
혈관투과성 변화, 저산소성 및 염증성 손상으로 인

한 내피세포 활성과 미세아교세포 활성의 증가 및 

뇌척수액 누적을 포함한 다양한 기전이 있을 수 있

다.33 백질은 관통세동맥의 말단으로부터 혈류를 

공급받으며(뇌실주변과 반난형백질중심부), 가장 

낮은 관류압을 가진다.34 이 영역은 상대적인 관류

저하에 가장 취약하고, 대혈관 또는 소혈관 질환에

서 발생하는 만성적인 국소 뇌 혈류 부전이나 실신, 
OH처럼 심장박출량이나 혈압이 돌발적으로 감소

하는 상황에서 이론적으로 관류가 부족(허혈)할 수 

있다. 따라서 빈번한 실신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뇌 관류저하는 WMLs가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

다. 그렇지만,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원인 기전연구

는 아니다. 
이 연구는 빈번한 실신 환자의 MRI에서 WMLs

에 대한 첫 연구이다. 여러 MRI 연구에서 OH와 

WMLs 또는 무증상 뇌경색의 위험이 관계가 있다

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고

혈압 같은 위험인자나 치매와 같은 질환이 있는 나

이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16,17,21,24,26 
이러한 대상자에서는 국소 인자와 전신적인 저혈

압이 함께 WMLs를 발생시킬 확률이 높다. ARIC 
연구는 OH가 중년에서 허혈뇌졸중의 독립적인 예

측인자라는 강력한 근거를 제시하였다.19,20 우리의 

결과는 하나를 제외하고 이 연구들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이는 추가적인 위험요인이 현 젊은 그룹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반사 실신과 OH에서 혈압이 낮은 것은 일시적

인 뇌 관류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뇌 관류

저하의 정도는 뇌 자동조절의 완전성에 의존한다. 
반사 실신과 OH에서 자동조절의 역할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14 본 연구는 실신과 연관된 뇌

병변의 특정 분포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를 하기에

는 규모가 작다. 기존 연구에서 반사 실신 동안 뇌 

관류 결핍이 전두엽 영역에서 가장 두드러진다고 

보고하였다.35,36 따라서 OH에 의한 실신이 있는 환

자에서 기립 능력은 인지실행 기능에 큰 영향을 준

다.37 그러나 현재 코호트를 바탕으로 한 다른 연구

에서는, 심부 WNLs가 영향을 준다는 근거를 확인

할 수 없었다.38 
CAMERA 연구는 코호트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

는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 위험인자를 mul-
tivariate analyses에서 통제하였다. 항고혈압제 복

용으로 인한 혼동 효과는 이러한 치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추가적인 층화분석을 한 뒤에는 영향을 주

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었다(항고혈압제 또는 편두

통 예방 약제).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참가자는 없

었지만, 몇몇 실신과 연관된 변수는 심혈관 위험인

자처럼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19 연구

에 포함된 참가자가 비교적 젊다는 것은 이런 설명

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비록 실신과 

연관된 평가가 병력에 기반을 두었고 따라서 잠재

적으로 회상 바이어스(recall bias)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빈번한 실신”과 같이 비교적 명확한 

절단값(cutoff values)을 사용하였고, 기립성 불편감

을 평가하기 위해 다른 질문을 사용하였으며, 이러

한 자료는 명백한 ANS 증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대한 타당한 분류법을 제공하였다. OI를 

평가하는 질문들은 비특이적 증상을 호소하는 대

상자를 포함할 수 있지만, 빈번한 실신과 OI에서 

같은 효과를 보이는 것을 보아, 큰 영향을 미치지

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규모 역학연구 제약으

로, 자율신경계 기능부전의 아형에 대해 더 정확히 

평가할 수 없었고, 따라서 기립경사검사 같은 ANS 
검사는 시행할 수 없었다. 편두통 진단에 대해 눈

가림된 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편두통 진단에 따

른 층화는 바이어스로 작용하지 않았다. 요약하자

면, 대조군과 편두통 환자에서 빈번한 실신과 OI
가 편두통에 의한 상호작용 없이 높은 DWML 부
하의 독립적인 위험인자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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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알려진 여성 편두통 환자에서 높은 DWML 부
하의 위험성 증가에 대한 자료로 추가될 수 있지만, 
이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무증상 뇌병변에 

대해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미를 두며, 대조군과 편

두통 환자에서 이러한 병변의 임상 관련성은 여전

히 알 수 없다. 추가적인 임상연구와 역학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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