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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Migraine patients have a higher frequency of suicidality than people without migrain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suicidality and its risk factors in migraine patients.

Methods: We enrolled 358 migraine patients from 11 hospitals. We collected data regarding their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the patients completes the questionnaires. We also interviewed patients with the Mini International Neuropsychiatric 

Interview (MINI)�plus version 5.0.0 to identify their suicidality.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Headache Disorders, 

third edition, beta version was used in headache diagnosis. 

Results: The frequency of suicidality in migraine patients was 118 (33.0%). Migraine patients with suicidality were more 

likely to have a major depressive disorder or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than those without suicidality. Among variables, 

risk factors for suicidality in migraine patients were female (odds ratio [OR], 4.110; 95% confidence interval [CI], 

1.553�10.878; p=0.004), attack duration (OR, 2.559; 95% CI, 1.210�5.413; p=0.011),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OR, 

1.111; 95% CI, 1.038�1.189; p=0.002), and Generalized Anxiety Disorder�7 (OR, 1.194; 95% CI, 1.101�1.294; p<0.001).

Conclusions: Suicidality in migraine patients is common. Therefore, clinicians who take care of migraine patients should be 

concerned about suicidality and its risk factors such as female gender, attack duration, depression or anx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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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편두통은 일차두통 중 두 번째로 흔하며, 국내에서는 유병률이 

17% 정도로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흔하다.
1
 편두통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등도 이상의 박동성 두통을 특징으로 하며, 두통 중 구

역, 구토, 빛공포증, 소리공포증이 동반될 수 있다.
2
 2017년 세계질

병부담연구(Global Burden of Disease)에 의하면 편두통은 모든 

질환 중 두 번째로 일상생활에서의 장애도가 큰 질환인 것으로 발

표하였다.
3
 특히 50세 미만에서는 장애생활년수가 가장 큰 질환으

로 조사되었다.
4

편두통은 심한 두통으로 인해 환자의 업무, 학업, 가사 등의 일

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크고 환자의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
5
 그리고 편두통은 우울 및 

불안 증상이 흔히 동반되며, 자살경항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

다.
6
 기존 해외 보고에 의하면 편두통 환자에서 두통 빈도가 자살 

위험도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되었으며,
7
 만성편두통에서 약물과용

두통이 동반된 경우 자살사고나 자살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8
 캐나다에서 시행한 인구 기반 연구에 의하면 편두통 

환자에서 우울감과 자살사고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

으며,
9
 국내 연구에서는 편두통 환자에서의 공격성과 자살경향성

과의 연관성을 보고하였는데 범불안장애가 공격성과 연관이 있었

다.
10

국내에서는 신경계질환 중 뇌전증, 파킨슨병, 허혈뇌졸중에서 

우울증과 자살경향성의 빈도에 대해 발표한 연구가 있었으나, 편

두통에 대한 조사는 시행하지 않았다.
11

 기존의 연구 결과를 살펴

보면 편두통에서도 자살경향성이 높고, 편두통과 연관된 임상적 

특징 혹은 우울, 불안과 같은 동반된 증상이 자살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어 있다.
6-10

 이에 저자들은 국내에서 다기

관연구로 편두통에서의 자살경향성과 그에 대한 위험인자에 대해 

조사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과 방법

1. 대상

연구 대상자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의 기

간에 국내의 11개 병원의 두통클리닉으로 내원한 편두통 환자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 포함 기준은 19세 이상의 편두통 환자이며, 

병력청취나 설문조사가 가능하면서 연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

우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설문지를 이해할 수 없거나 환

자가 거부하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연구 자료 수집과 연구 시행에 

관해 각 병원의 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2. 방법

연구와 관련된 자료 수집 및 편두통의 진단과 분류는 두통이 전

문 진료 분야인 신경과 전문의들이 직접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전

향적 연구로서, 환자 대면 진료를 통한 병력청취를 바탕으로 이루

어졌으며 연구 대상자는 준비한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

다. 편두통의 진단과 분류는 제3판 국제두통질환분류 베타판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Headache Disorder [ICHD], 3rd 

edition, beta version; ICHD-3β)을 사용하였다.
2
 연구 대상자와 관

련된 자료는 1) 환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2) 편두통과 관련된 임

상적 특성, 3) 두통으로 인한 영향 평가, 4) 우울, 불안, 자살경향성

에 대해 수집하였다.

3. 평가 도구

1) 편두통장애평가검사(Migraine Disability Assessment, MIDAS)

MIDAS는 편두통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장애 정도를 평가하는 

질환 특이 도구로서, 최근 3개월 동안 학교, 직장, 가사일, 또는 여

가활동 등에서 장애 정도를 평가한다. 한국어판 MIDAS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적절한 평가 도구임이 입증되었으

며, 총합이 높을수록 장애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12

 

2) 두통영향평가-6 (Headache Impact Test-6, HIT-6)

HIT-6는 통증, 사회기능, 역할기능, 인지기능, 심리적인 고통, 

활력도를 측정하기 위한 6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두통

으로 인한 영향 이외에도 두통이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평가

할 수 있다. 한국어판 HIT-6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유용한 삶의 질 평가 도구임이 입증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두통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13

 

3) 환자건강설문지(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

PHQ-9은 주요우울장애를 선별하기 위한 설문조사 도구로 9가

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0-27점까지 분포할 수 있다. 

편두통 환자에서 주요우울장애 선별을 위한 한국어판 PHQ-9의 유

용성이 입증되었으며, 총점이 8점 이상이면 주요우울장애 가능성

이 높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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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ciodemographic, clinical, and psychiatric aspects of eligible subjects

Characteristic Total (n=358) Suicidality (n=118) No suicidality (n=240) p-value

Age (years) 40.5±11.4 41.9±11.6 39.8±11.2 0.091

Gender, female 302 (84.4) 111 (94.1) 191 (63.2)               <0.001

Age at onset (years) 28.1±11.8 28.4±12.1 28.0±11.7 0.708

Disease duration (years) 12.8±10.3 14.1±11.4 12.1±9.7 0.711

Attack duration <0.001

  4 hours to 1 day 170 (47.5) 48 (40.7) 122 (50.8)

  1-3 days 125 (34.9) 34 (28.8) 125 (34.9)

  3 days or more 63 (17.6) 36 (33.0) 27 (11.3)

VAS, max 7.8±1.8 8.3±1.6 7.5±1.8 <0.001

VAS, now 3.3±2.7 4.3±2.8 2.8±2.5 <0.001

Type of migraine 0.661

  Migraine with aura 59 (16.5) 18 (15.3) 41 (17.1)

  Migraine without aura 299 (83.5) 100 (84.7) 199 (82.9)

Migraine chronicity 0.001

  EM 189 (52.8) 48 (40.7) 141 (58.8)

  CM 169 (47.2) 70 (59.3) 99 (41.3)

MOH 88 (24.6) 40 (33.9) 48 (20.0) 0.004

PHQ-9 8.8±6.2 13.4±6.5 6.5±4.6 <0.001

GAD-7 6.2±5.2 10.1±5.2 4.3±3.9 <0.001

MIDAS (days) 32.2±42.3 51.6±57.5 22.6±27.9 <0.001

HIT-6 60.9±7.2 63.4±6.0 59.7±7.4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VAS; visual analog scale, EM; episodic migraine, CM; chronic migraine, MOH; medication overuse headache, PHQ-9;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GAD-7; Generalized Anxiety Disorder-7, MIDAS; Migraine Disability Assessment, HIT-6; Headache Impact Test-6.

4) 범불안장애-7 (Generalized Anxiety Disorder-7, GAD-7)

GAD-7은 범불안장애를 선별하기 위한 도구로 7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은 0-21점까지 분포할 수 있다. 편두통 환자

에서 한국어판 GAD-7의 유용성이 입증되었으며, 총점이 6점 이상

이면 범불안장애 가능성이 높다.
15

 

5) 간이국제신경정신의학면담 (Mini-International Neuropsych-

iatric Interview, MINI) 

MINI는 우울장애, 불안장애, 정신증장애, 신체형장애, 물질관련

장애, 성격장애 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면담 도구로, 자살경향성

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MINI를 통해 자살경

향성을 조사하였으며, 한국어판 MINI의 유용성이 입증되었다. 자

살경향성은 6항목에 1-10점의 가중치를 부여하며, 6항목 중 1항목

이라도 해당되면 자살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16

 

4. 통계 분석

연구자료 분석에서 연속변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표기하였고, 

범주형 변수는 숫자와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자

살경향성에 따른 비교는 연속변수의 경우 독립 t검정을 시행하였

고, 범주형 변수는 카이제곱검정을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자살경향

성의 연관 인자 확인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통

계 분석은 SPSS version 28.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고 p값이 0.05 미만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

정하였다.

결 과

1. 연구 대상

연구에 포함된 358명의 편두통 환자들의 평균 나이는 40.5±11.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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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actors associated with suicidality by univariate and multivariate analyses in migraine patients

Variable
Univariate analyses Multivariate   analyses

OR (95% CI) p-value Adjusted OR (95% CI) p-value

Gender 4.068 (1.781-9.290) <0.001 4.110 (1.553-10.878) 0.004

Attack duration 3.389 (1.859-6.178) <0.001 2.559 (1.210-5.413) 0.011

VAS, max 1.311 (1.137-1.512) <0.001

VAS, now 1.227 (1.126-1.337) <0.001

CM 2.077 (1.327-3.252) 0.001

MOH 2.051 (1.250-3.366) 0.004

PHQ-9 1.245 (1.183-1.310) <0.001 1.111 (1.038-1.189) 0.002

GAD-7 1.304 (1.227-1.385) <0.001 1.194 (1.101-1.294) <0.001

MIDAS (days) 1.018 (1.011-1.025) <0.001

HIT-6 1.084 (1.046-1.122) <0.001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VAS; visual analog scale, CM; chronic migraine, MOH; medication overuse headache, PHQ-9;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GAD-7; Generalized Anxiety Disorder-7, MIDAS; Migraine Disability Assessment, HIT-6; Headache Impact Test-6.

Figure. The frequency of MDD and GAD in migraine with suicidality and without suicidality. MDD; major depressive disorder, GAD;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이며, 여성이 84.4%였다. 편두통 발병의 평균 나이는 28.1±11.8세

이며, 평균 유병 기간은 12.8±10.3년이었다. 편두통 지속시간은 

4시간에서 하루 사이가 47.5%로 가장 많았으며, 조짐편두통은 

16.5%, 만성편두통은 47.2% 그리고 약물과용두통이 동반된 경우

는 24.6%였다. 

연구 대상자 중 자살경향성이 있는 환자는 33%로 118명이었고, 

그중 여성이 94.1%로 남성 5.9%에 비해 자살경향성이 높았다. 자

살경향성이 있는 환자군과 그렇지 않은 환자군 간의 평균 나이, 발

병 나이, 유병 기간은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었으며, 조짐편두통 

비율의 차이도 없었다. 이외 자살경향성이 있는 환자군에서는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여성 비율, 편두통 지속시간이 3일 이상인 

경우, 그리고 두통 강도가 유의미하게 더 높았으며(p<0.001), 만성

편두통이 59.3%로 더 높았다(p=0.001). 또한, 우울 및 불안의 정도

를 측정하는 PHQ-9과 GAD-7 점수가 자살경향성이 동반된 환자

군에서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p<0.001), 

MIDAS 및 HIT-6 점수도 더 높았다(p<0.001) (Table 1).

2. 자살경향성에 따른 주요우울장애와 범불안장애 빈도

전체 연구 대상자 중 PHQ-9 설문조사에서 8점 이상으로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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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장애가 있는 환자는 51.5% (183명), GAD-7 설문조사에서 

6점 이상으로 범불안장애가 있는 환자는 48.3% (173명)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MINI를 통한 자살경향성이 동반된 경우는 33.0% 

(118명)였다.

자살경향성이 동반된 편두통 환자군에서 PHQ-9 설문조사에서 

8점 이상으로 주요우울장애가 있는 환자는 80.5% (95명)였고, 

GAD-7 설문조사에서 6점 이상으로 범불안장애가 있는 환자는 

80.5% (95명)였다. 이는 자살경향성이 없는 편두통 환자군의 주요

우울장애(36.7%, 88명)와 범불안장애(32.5%, 78명)에 비해 통계학

적으로 의미 있게 더 높게 나타났다(p<0.001) (Fig.).

3. 자살경향성의 연관 요인

단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자살경향성은 여성(p<0.001), 

편두통 지속시간(p<0.001), 시각아날로그척도(최고) (p<0.001), 

시각아날로그척도(현재) (p<0.001), 만성편두통(p=0.001), 약물과

용두통(p=0.004), PHQ-9 (p<0.001), GAD-7 (p<0.001), MIDAS 

(p<0.001), HIT-6 (p<0.001)가 연관이 있었다(Table 2). 

연관성이 있는 요인을 대상으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

행한 결과, 자살경향성의 위험인자는 여성(p=0.004), 두통 지속시간

(p=0.011), PHQ-9 (p=0.002), GAD-7 (p<0.001) 인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2).

고 찰

본 연구를 통해 편두통 환자에서 자살경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자살경향성이 있는 편두통 환자에서 그렇지 않은 환

자보다 주요우울장애와 범불안장애가 유의미하게 높게 동반된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편두통 환자에서 자살경향성의 위험인자는 

여성, 편두통 지속시간, 우울감 그리고 불안감이였다. 

본 연구에서 MINI를 통한 면담 결과 편두통 환자에서 자살경향

성이 33%에서 동반되어 있었다. 편두통이 자살사고와 자살시도와 

연관성이 있다는 점은 기존 연구에서 밝혀져 있다.
17

 편두통 환자는 

두통이 없는 대조군에 비해 2년간의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자살시도

를 할 확률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18

 캐나다에서 시

행한 인구 기반 연구에 의하면 자살사고는 편두통 환자에서 남성과 

여성에서 15.6%와 17.6%로 대조군 7.9%와 9.1%에 비해 유의미하

게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9
 국내 단일기관 연구에서는 편두통 환자

에서 자살경향성은 24.3-31.8%가 동반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19,20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 자살경향성은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편두통에서 자살경향성의 주요 위험인자는 여

성, 편두통의 지속시간, 우울감, 불안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편두통

과 자살사고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에 의하면 조짐편두통 환자에서 

자살사고가 1.31배 더 높은 것으로 발표하였다.
21

 만성편두통 환자

를 대상으로 시행한 단면조사 연구에서는 35%에서 자살사고를 가

지고 있었으며, 13.4%에서는 이전에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었다. 

만성편두통에서 약물과용두통이 동반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자살사고는 1.75배, 이전에 자살시도는 1.88배로 더 높았다.
8
 

대만에서 시행한 단면조사 연구에서는 만성조짐편두통에서 자살

사고와 자살시도가 47.2%와 13.9% 동반되었으며, 특히 편두통의 

발생 빈도가 많을수록 자살 위험도와 연관성이 있었다.
7
 본 연구에

서 자살경향성의 위험인자로 조짐편두통은 연관성이 없었으며, 만

성편두통과 약물과용두통은 단변량 회귀분석에서는 연관이 있었

으나 다변량 회귀분석에서는 위험인자로 나타나지 않았다. 기존에 

발표된 연구들의 방법을 보면 두통 지속시간을 변수로 고려하지 

않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편두통 자체와 연관된 인자로는 두통 지

속시간이 자살경향성의 위험인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편두통에

서 우울증, 불안증이 흔하게 동반되며 이전의 설문 조사를 통한 국

내 단일기관 연구에서는 주요우울장애와 범불안장애가 29.5%와 

21.9%로 발표하였는데,
14,15

 본 연구에서는 51.1%와 48.3%로 더 

높았다. 편두통에서 동반되는 이러한 우울 및 불안 증상은 자살경

향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2

 본 연구에서는 자살경

향성이 있는 편두통 환자에서 주요우울장애와 범불안장애가 

80.5% 동반되어 이는 자살경향성이 없는 환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편두통에 동반된 우울감 및 불안감이 자살경향성의 주

요 위험인자로 조사되었다.

편두통과 자살경향성 사이의 연관성은 세로토닌 계통의 이상으

로 설명하고 있다. 세로토닌성 하행성 통증 억제 계통의 낮은 활성

화는 편두통의 병태생리에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뇌척수

액에서 5-hydrocyindolacetic acid의 낮은 농도는 자살과 연관성이 

있다.
23,24

 또한, 편두통 환자는 편두통 발작 사이에 혈장 세로토닌

이 낮다고 알려져 있다.
25

 한 연구에 의하면 조짐편두통 환자의 혈

장 세로토닌 수치는 무조짐편두통 환자나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낮

았다.
26

 세로토닌 농도의 변화 이외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의 

기능장애는 편두통과 자살 모두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27,28

 이러한 생리학적 변화 이외, 편두통에서 두통의 강도가 자

살사고나 자살시도와 연관이 있다는 보고도 있었는데, 한 연구에

서는 편두통이 아닌 심한 두통도 자살시도 가능성을 높인다고 발

표하였다.
12,29

 

본 연구의 강점은 국내 11개 병원에서 시행한 다기관 연구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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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많은 편두통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는 점에 있다. 이에 

비해 제한점은 다기관에서 시행한 연구이기는 하지만 종합병원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

려운 점이 있다. 또한, PHQ-9과 GAD-7처럼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주요우울장애와 범불안장애의 정도가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단면조사 연구로 시행되어 편두통과 자살

경향성의 시간적인 연관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기존 보고를 보면 자살경향성이 편두통 이외 다른 만성통증에서도 

높을 가능성이 있어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

하다.

본 연구를 통해 편두통 환자에서 자살경향성은 흔하게 동반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인구학적 요인인 여성이 편두통에서 자살경향

성의 위험인자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조절 가능한 인자가 아니어

서 임상의가 여성 편두통 환자를 진료할 때 자살경향성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이외 편두통과 연관된 위험

인자로 두통 지속시간은 편두통에 대한 적절한 약물 치료를 통해 

호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편두통 환자를 진료할 때 두통과 

관련된 요인 이외 간과하기 쉬운 우울 및 불안감에 대한 적절한 

평가 및 치료를 시행하여 편두통에서의 자살경향성을 낮추거나 예

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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