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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igi Galvani exposed the nerves of the frog leg and demonstrated twitching of the attached muscles 
by electrical stimulation. He could also elicit twitching of the corresponding muscles by simple me-
tallic tapping of the nerve. This Giovanni Aldini performed a theatrical demonstration of reanima-
tion of a dead body by electrical stimulation, which also supported this view. At the start of the 19th 
century, Franz Joseph Gall and Johann Spurzheim proposed that the brain could be divided func-
tionally into many parts. They also argued that the functional dominance of each individual human 
produced different patterns of brain development, resulting in different skull features. The basic idea 
that the brain was not one functional unit, but a collection of many anatomical units with different 
functions, was remarkable. A holistic view of brain function was reemphasized by Marie-Jean-Pierre 
Flourens. Flourens, who deeply believed in laboratory science, found no apparent functional chang-
es after ablation or electrical stimulation of parts of the brain, mainly in birds. Through these experi-
ments, Flourens harshly rebuked the idea of phrenology. Beyond this anti-phrenological role, Flou-
rens conducted important experiments revealing the functions of the cerebellum, pons, and semicir-
cular canals. The first widely accepted localized human brain function was language. Paul Broca pre-
sented his famous case who had developed motor aphasia with a left inferior frontal focal lesion. 
Eduard Hitzig and Gustav Fritsch performed an important experiment in which they identified the 
motor cortex of the dog brain. Finally, the excitability of the human cerebral cortex was confirmed 
by Roberts Bartholow. 

Keywords: Electricity; Brain function; Phre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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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세포의 작동 에너지, 전기

18세기 말에 전기가 자연의 큰 에너지 중의 하나라는 것이 알려

지기 시작하였으나 생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

는 바가 없었다. 여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사람이 갈바니

(Luigi Galvani, 1737~1798)다(Fig. 1). 개구리 다리에서 신경을 

노출하고 전기 자극을 주면 근육이 수축한다는 것은 이전부터 

알려져 있었으나 갈바니는 전기 자극이 아니라 단지 금속 메스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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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다 대어도 개구리 다리가 강력하게 수축하는 것을 목격하

였다. 또 아주 약한 전기자극을 신경에 흘려도 강한 근육 수축이 

일어나며 근육 자체에 전기를 흘리는 것보다는 신경에 전기를 

전달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근육수축을 만드는 것을 주목하

였다.1,2 갈바니는 처음에는 이 현상이 금속이 공기 중에 떠돌아

다니는 전기를 포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가 곧 이 생각을 

바꾸었다. 즉 이 전기는 신경 자체에 존재하며 금속 메스는 단지 

이 전기의 흐름을 촉진한다고 설명하면서 이 전기를 ‘동물성 전

기(animal electricity)’라고 명명하였다. 더 나아가 이 동물 전기

가 생물 에너지의 근원이고 뇌에서 기원하는 에너지가 신경을 

통해서 근육까지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3 

이렇게 전기 에너지가 생체 에너지라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알디니(Giovanni Aldini, 1762~1834)도 실험을 통하여 그 주장

에 힘을 실었다. 그는 개구리 다리의 근육에 말초신경을 가져다 

대어 금속 물체의 접촉 없이도 근육이 수축함을 증명해 보였다. 

특히 1798년에 바로 도살된 소의 뇌를 전기 자극하여 소의 얼굴

이 이상하게 일그러지는 현상을 시연하여 많은 주목을 받았다.4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형이 집행된 범죄자 세 사람의 신체를 이용

하여 사후 세 시간까지 뇌를 자극하면 얼굴이나 팔다리가 경련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실험은 1803년 영국 왕립외과대학(Royal College of Surgeons)
에서 있었는데, 역시 교수형이 집행된 26세의 사형수의 신체를 

전기 자극하여 얼굴 근육이 움직이거나 눈을 뜨는 현상을 관객

들에게 보여주었다. 특히 결장을 전기 자극하였을 때 신체 전체

가 강한 경련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시체가 다시 살아났다고 착

각하는 일까지 벌어졌다(Fig. 2). 이러한 실험은 일부는 쇼맨십

이 발휘된 것이겠으나 알디니의 의도 자체는 매우 과학적이었

다. 그중 하나는 방금 익사한 사체를 전기 자극을 통해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당대 사람들

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쳐 1818년 매리 샐리의 소설 ‘프랑켄슈타

인’의 주제로도 사용되었다. 이는 실제로 후세에 나타나는 많은 

전기치료법의 시초로도 볼 수 있다.5 

이러한 주장과 시연에도 불구하고 전기를 측정하는 정밀한 방

법이 없었기 때문에 1800년대 초반까지는 동물 전기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없었다. 하지만 1820년에 우연히 컴퍼스

가 발명되고 이것이 슈바이거(Johann Schweigger, 1779~1857)

의 갈바노미터(galvanometer, 검류계)의 개발로 이어지면서 전

기 존재의 증명이 가능하게 되었다.6 처음 만들어진 갈바노미터

는 자기화된 바늘을 허공에 매달고 주변을 구리로 만든 코일로 

감는 형태였다. 만일 전기가 없다면 자기화된 바늘은 자연히 북

쪽을 가리키겠지만 만일 전기가 구리 코일에 흐르면 동시에 자

기가 발생하여 바늘의 방향이 변하므로 전기의 존재를 알게 되

는 형태였다. 노빌리(Leopold Nobili, 1784~1835)는 개선된 갈

바노미터로 1827년 최초로 개구리 다리에서 전기의 흐름을 측

정하였다. 1843년에는 듀보아-레이몬드(Emil Heinrich du Bois-
Raymond, 1818~1896)가 좌골신경(sciatic nerve)을 전기 자극하

여 음전위 영역의 전기가 신경줄기를 따라 내려가는 것을 기록

하였다. 이는 신경 임펄스(nerve impulse)의 존재를 증명한 것일 

뿐 아니라 그 임펄스가 전기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는 사실을 보

여준 최초의 실험이다.

연이어 1850년도에는 헬름홀츠(Hermann von Helmholtz, 
1821~1894)가 최초로 신경 임펄스의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Fig. 1. Luigi Galvani (1737-1798). Lithograph. Wellcome Collection.

Fig. 2. Experiment of Giovanni Aldini (Essai théorique et expérimental 
sur le galvanisme, avec une série d'expériences. Faites en présence des 
commissaires de l'Institut National de France, et en divers amphithéâtres 
anatomiques de Londres par Jean Aldini). License: Attribution 4.0 
International (CC BY 4.0). Wellcome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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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렀다.7 당시에는 막연하게 전기의 빠른 속도를 감안하면 

신경 임펄스의 속도도 빛의 속도에 가까울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었다. 헬름홀츠는 좌골 신경을 40 mm 정도 노출한 후에 갈바

노미터와 크로노미터를 특정 지점에 장착하여 신경의 한 지점을 

지나는 전기 신호를 기록하고 이후에 근육이 수축할 때까지 걸

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신경 임펄스의 속도를 계산하였다(물론 

여기에는 신경과 근육 전달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

어 약간의 오차가 있다). 그 결과 신경 임펄스의 속도가 소리의 

속도보다도 10분 1 정도로 느리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따라서 

신경 임펄스 전달은 단순히 전기가 전선을 따라 흐르는 것이 아

니고 중간에 물리·화학적 과정이 개입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

였다. 이러한 성과는 갈비니가 동물 전기 에너지를 발견한 후로

부터 딱 60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다.

한편 뇌에서 직접 자연발생적인 전기현상을 측정한 사람은 캐

튼(Richard Caton, 1842~1926)이다.8 캐튼은 원숭이 뇌 피질을 

자극해서 운동 피질을 찾아낸 페리에(David Ferrier, 1843~1928)

와 에딘버러에서 같이 수학한 사이로, 말초신경에 사용하는 자극

기와 갈바노미터를 이용하여 원숭이와 토끼의 대뇌 전기활동을 

측정하였다. 그는 대뇌 각 부분마다 아주 작지만 전기가 각 방향

으로 흐르고 대뇌피질이 하부에 비하여 양전위를 띠는 것을 발견

하였다. 캐튼은 더 나아가 이러한 전기가 대뇌 각 부분의 기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론하였다. 캐튼의 이러한 세심한 관찰과 

통찰력 있는 생각은 잘 알려지지 않다가, 버거(Hans Berger, 
1873~1941; 인간의 뇌파를 최초로 기록)가 1929년에 공개적으

로 캐튼의 업적을 인용하면서 비로소 세상에 소개되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캐튼은 4년 전에 세상을 떠난 상태였다.

골상학과 뇌기능의 국소화

골상학의 창시자이자 대표자는 갈(Franz  Joseph  Gal l , 
1758~1828)이다(Fig. 3). 그 때까지의 하나의 인간은 하나의 영

혼만을 갖고 있다는 상식적이고도 종교적인 믿음 때문에 기억과 

같은 특별한 기능이나 인간의 성품이 뇌의 각기 다른 부분에 분

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갈

은 인간의 다양한 의식 기능과 인성이 뇌의 각 부분의 특정 영역

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

가서 인간의 두개골은 그 안에 있는 뇌의 모양에 따라 변할 것이

고 이에 따라 두개골의 형태를 연구하면 그 사람의 능력이나 성

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였다.9 갈은 원래부터 관상학

(physiognomy)에 관심이 많았는데, 9살 때 눈이 튀어나온 동료 

학생이 문장 암기력이 매우 뛰어난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이

후 대학에서 비슷하게 눈이 튀어나온 학생에게 비슷한 능력이 

있는 것을 보고 눈 뒤의 전두엽이 이러한 문장 기억력과 깊은 관

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갈은 1790년대 초반부터 의사로 

활동하면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연구해 나가기 시작

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과 친교를 맺으면서 이 사람들

의 인상 및 두개골 형태와 성격적인 특징을 연관짓는 시도를 하

였다. 여기에는 작가, 미술가, 정치인 등과 같은 유명인뿐 아니

라 범죄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또한 죽은 사람의 

두개골, 특히 범죄로 처형당한 사람들의 두개골을 통해 범죄 경

향을 보이는 뇌의 특징(두개골의 특징)을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과 당시 비엔나 경찰의 도움으로 갈은 1800년대 초반에 이

미 300개 이상의 두개골을 수집할 수 있었다. 특히 갈은 자기 집

을 포함한 다양한 장소에서 활발한 강연 활동을 했는데 강연 중

에 나오는 성적인 내용과 근본적으로(하나의 영혼을 이야기하

는) 종교와는 잘 맞지 않는 점 때문에 결국 오스트리아에서는 강

연 금지 조치를 당하고 말았다. 하지만 이러한 금지 조치는 오히

려 갈을 더 유명하게 만들어서 이 때부터 갈은 활동무대를 유럽 

전역과 미국으로 확장하는 성공을 거두게 된다.10 

갈은 총 27개에 달하는 인간의 인지 및 성품 구성 요소들이 각

기 다른 대뇌피질 영역에 분포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이 중 19개

는 동물에도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Fig. 4). 예를 들어 파괴적 

Fig. 3. Franz Joseph Gall. Lithograph by Zephirin Belliard. Wellcome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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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성은 귀 위쪽 부분에 위치한다고 설명하며, 이를 뒷방침하는 

소견으로 포식자 동물에서 이 영역이 가장 넓고, 동물을 고문하

는 사람이나 사형집행인에서도 이 부분이 두드러져 나타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렇긴 해도 이 영역들이 대뇌피질에서 아주 

뚜렷한 경계선을 그리거나 골상학으로 이 모든 것의 위치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현재 시점에서 비웃음의 대상이 

될지는 몰라도 갈은 나름대로 정밀한 관찰을 토대로 결론을 내

고자 노력하였고, 실제로 많은 임상 사례도 설명하고 있다. 대뇌

피질의 각 부분이 각기 다른 기능에 주로 특화되어 있을 수 있다

는 골상학의 생각은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단지 뇌

의 기능에 따라 두개골의 모양이 달라질 것이라는 잘못된 가설

이 전체 이론을 우습게 만들었을 뿐이다.

갈의 추종자이자 가장 친한 친구는 스푸르츠하임(Johann 

Spurzheim, 1776~1832)이다.11 그는 갈과 더불어 1812년에 골

상학에 대한 책을 저술하기도 하였으나 1813년부터 의견 차이

로 다른 길을 걷게 된다. 그렇기는 해도 골상학은 이 두 사람이 

같이 정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두 사람은 골상학에 대

해 이론만 늘어놓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 많은 신경 해부도 직접 

시행하였다. 보통 신경 해부가 수술용 메스로 시행되는 것과는 

달리 이 둘은 뇌 전체를 알코올로 고정한 후에 통째로 이를 끄집

어 내고 손가락으로 뇌 각 부분을 일일이 분류해서 구분하는 작

업을 하였다. 이를 통해서 뇌 백질(white matter)이 파이버(fiber)
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파이버가 뇌 아래(연수) 쪽에서 시작되어 

뇌 피질 쪽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이 파이버 중 중요

한 것이 인간 의식의 각성에 중요한 망상활성계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파이버들이 올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뇌에서 

시작하여 아래로 내려가면서 연수에서 교차하여 반대쪽 척수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12 이 전부터 알려진 한쪽 대뇌의 이

상이 반대쪽 신체 증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한 해부학적 근거를 

제시한 셈이다. 그 밖에도 여러 뇌신경(cranial nerves)의 경로를 

파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신경해부학적 기여는 

자세하고 정확한 대뇌피질의 골과 이랑의 구조를 묘사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대뇌피질이 주름으로 인해 얼마나 표면적이 

넓어지는지를 보여주었으며 더 나아가 대뇌피질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구조물이 아니라 여러 기능을 하는 구조물들의 결합체라

고 생각하였다.

골상학자들의 이러한 노력을 보면 골상학이라는 것이 단순히 

비웃음의 대상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8세기까지의 전

반적인 믿음이었던 뇌는 하나의 통일된 기관이라는 가설을 벗어

난 점, 그리고 일부의 뇌 기능과 특성은 인간과 동물이 같이 가

지고 있다는 주장은 진화론이 나오기 한참 전이라는 사실을 감

안하면 오히려 시대를 선도하는 사상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13 

특히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본성이 수정되고 발달할 수 있다는 

주장도 하여, 범죄인의 교화와 도덕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개인의 골상을 분석하여 부족한 

특성을 찾아내고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

각도 하였다. 이 지점에서 스푸르츠하임과 갈의 의견이 갈라지

게 되는데, 갈은 인간의 본성이 악한 쪽에 기울어 있다고 본 반

면에 스푸르츠하임은 선한 쪽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마치 성악

설과 성선설을 보는 듯하다. 이에 따라 갈은 교정 쪽에 무게를 

두었고 스푸르츠하임은 선함을 확장시키는 쪽을 강조하였다. 이 

외에도 스푸르츠하임은 갈이 제시한 27개 영역을 35개로 확대

하였으며 많은 저술과 강연을 통해서 골상학의 대중화에 결정적

인 기여를 하였다.

골상학자들이 임상 사례를 완전히 무시했다는 주장은 어느 정

도 사실과 거리가 있다. 예를 들어 이 두 사람은 왼쪽 전두엽에 

외상을 입은 사람에게서 단어 기억력이 감소하고 우측 편마비가 

있는 것을 확인하여 이러한 기능이 뇌 한 쪽에 위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례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자신들

의 이론에 반하는 임상 사례를 완전히 무시하기도 했다.

당시 미국의 유명한 의사들도 골상학에 관심을 갖고 벨(John 

Bell, 1796~1872)과 칼드웰(Charles Caldwell, 1772~1853)을 중

심으로 1822년에 필라델피아에 중앙골상학회(Central Phrenological 
Society)를 설립하였다.14,15 하지만 이러한 관심을 곧 기운을 잃

었고, 갈이 사망하는 1828년에 이 학회는 해산되고 만다. 스푸

르츠하임은 이러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미국에서의 골상학의 

발전을 위하여 미국으로 건너가 일반 대중과 의사들로부터 많은 

Fig. 4. Phrenology: chart. License: Attribution 4.0 International (CC 
BY 4.0). Wellcome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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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받으며 강연을 이어갔다. 불행히도 그는 이 임무를 완수

하기 전에 장티푸스로 사망하게 된다. 스푸르츠하임의 뇌는 이

후 알코올에 고정되어 대중에게 공개되었으며 그의 뇌는 평균에 

비하여 300 그램 가까이 무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두개

골은 현재 하버드 의대에 보관되어 있다.16 

골상학의 대중화에 기여한 다른 인물로 콤(George Comb, 

1788~1858)이 있다.17,18 그는 변호사였다가 골상학의 전도사가 

된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는데, 처음 에딘버러에서 스푸르츠하

임의 골상학 강의를 듣고 매료된 것이 시작이었다. 그는 1820년

에 에딘버러 골상학회(Edinburgh Phrenological Society)를 창립

하였고 1827년에 골상학에 관한 내용으로 ‘인간의 구성(The 
Constitution of Man)’을 써서 출판하였는데 이 책은 공전의 히트

를 기록하여 1900년까지 성경을 포함해서 가장 많이 팔린 책 3
위에 해당될 정도였다. 이를 통해서 골상학은 대중들에게 더 많

이 알려지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콤도 스푸르츠하임과 마찬가

지로 대중교육의 중요성과 범죄인의 교화를 강조하였다.

골상학의 몰락과 전체론의 반격

그러나 갈과 스푸르츠하임의 죽음 이후로 골상학은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여기에는 저명한 생리학자인 플루랑스(Marie-
Jean-Pierre Flourens, 1794~1867)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

다.19 그는 여러 동물에서 뇌 일부분을 제거하는 것이 동물의 기

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한 실험으로 유명하다. 이 실

험은 특히 조류에서 많이 시행되었는데 뇌 일부분을 절제해도 

잠시 기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던 새들은 곧 기능이 정상적

으로 회복되어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토

대로 플루랑스는 뇌는 전체가 균일하게 같은 기능을 한다고 주

장하였다(Fig. 5). 이러한 결론은 물론 새나 개구리와 같은 하등 

동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주된 원인이지만 어찌 되었든 당시에 

뇌의 기능 세분화를 주장하던 골상학자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

가 되었다. 플루랑스는 실험을 매우 중요시하여 동물의 뇌를 각 

부분별로 제거하기도 하고 전기 자극을 주기도 하면서 그 영향

을 평가하였다. 그는 이러한 실험과 그에 따른 행동 변화를 상세

하게 기술한 ‘척추동물의 신경계 기능의 특징을 연구한 실험’이

라는 책을 1824년(1842년 증보판)에 발간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플루랑스는 소뇌가 운동 조절의 기능을 가지며 연수에는 

생명 유지의 기본 기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다만 대뇌에

서는 여러 절제 실험에서도 대뇌 기능 분화의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두개골을 계속 모으는 갈을 광인에 가까운 인물로 취급

하였다. 당시 비엔나 사람들은 사후에 자신의 두개골이 갈의 벽

장 속에 수집품으로 들어갈 것을 걱정하여 두개골이 갈의 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유언을 하는 일들까지 있었다. 플루랑스는 

이런 내용을 저서에 소개하면서 갈의 행동을 비난하였다.20 다른 

저서에서는 스푸르츠하임을 희화화하고 있는데 당시 스푸르츠

하임이 저명한 물리학자인 라플라스의 두개골을 보기 위해 해부

생리학자인 마젠디(François Magendie, 1783~1855)의 집을 방

문하였을 때 주인의 농간으로 정신지체인의 두개골을 라플라스

의 것으로 평가하는 일이 벌어졌다. 문제는 스푸르츠하임이 여

전히 이 두개골의 위대함을 높이 평가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내용을 자신의 저서에 반복적으로 기술한 것을 보면 플루랑스

는 골상학에 지나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결과적으로 골상학의 몰락과 플루랑스의 실험은 골상학이 등

장하기 이전까지 일반적인 믿음, 즉 뇌는 전체가 하나의 영혼

을 구성하는 통일된 기관이라는 전체론이 다시 힘을 얻는 계기

가 되었다.

Fig. 5. Phrenology Examined by Marie-Jean-Pierre Flourens. Translated 
from the second edition of 1845, by Charles De Lucena Meigs. 1846. 
Wellcome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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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발전은 기존의 신화와 같은 굳건한 믿음에 반하는 아

이디어를 생각해 내고 그것을 증명해 나가 결국 그 신화를 무너

뜨리고 새로운 상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

에서 아이디어는 가설에 해당되고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 실험 

및 관찰이 되는 셈이다. 기존의 통념인 뇌가 전체로 작동하며 이 

전체가 인간의 마음과 성격, 영혼을 이룬다는 생각에 반기를 든 

혁명적인 아이디어로 시작된 것이 골상학이다. 즉 뇌의 각 부분

이 다른 기능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런데 이 생각을 입증하

는 방법으로 사람의 두개골 모양을 연구한 것이 오류의 시작이

었다. 사실 이 아이디어와 증명 방법 사이에는 중간 가설이 있는

데 뇌 기능과 모양이 사람마다 다를 것이고 각각의 특징적인 뇌 

모양은 두개골 모양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두개

골의 형태를 관찰하면 각 인간의 특징적인 뇌 기능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그릇된 가설에 

따른 방법론을 만나 결국 스러지고 말았지만 그 아이디어만은 

이후 뇌 연구에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것을 놓고 갈로 대

표되는 골상학은 올바른 아이디어와 잘못된 방법이 결합된 것으

로, 플루랑스로 대표되는 전체론은 올바른 방법과 잘못된 아이

디어가 만난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플루랑스는 골상학에 대한 반대와는 별개로 그 뒤로도 연구를 

계속하여 뇌 연구 역사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게 된다.21 우선 돼

지의 소뇌를 절제해 나가는 방법으로 소뇌의 기능을 연구해 나

갔다. 플루랑스는 소뇌의 일부분을 제거하면 돼지의 보행에 살

짝 변화가 생기고 많은 부분을 제거하면 마치 술에 취한 것과 같

이 되고, 소뇌를 완전히 제거하면 돼지가 전혀 움직이거나 서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이를 토대로 플루랑스는 소뇌가 운동기능

과 자세를 조절하는 기관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또 뇌 연수의 기

능을 조사하였는데 연수에 손상을 주면 호흡이 멎어 동물이 사

망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범위를 좁혀가며 손상을 주는 

방법으로 이러한 기능을 하는 자리가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것

을 밝혀내었다. 이 밖에도 귀의 세반고리관의 역할을 밝혀내기

도 하였다.

뇌 국소화 이론의 재등장

처음으로 널리 인정을 받은 국소화된 뇌기능은 언어 기능이다. 

이전부터 뇌 전두엽에 이 기능이 위치한다는 주장에 논란이 있

어 왔는데 유명한 프랑스의 신경학자인 브로카(Paul Broca, 

1824~1880)가 1861년에 결정적인 증례를 보고하여 사실로 인

정받게 되었다(Fig. 6). 이미 보일라우드(Jean-Baptiste Bouillaud, 

1796~1881)는 1825년에 임상 관찰과 부검을 통하여 언어가 기

능별로 뇌의 다른 곳에 분포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특히 ‘뇌 앞

부분’이 언어를 생산하는 곳이라고 하였다.22,23 특히 혀의 마비 

등의 운동장애가 이러한 언어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

였다. 즉 언어 중추와 혀, 입의 운동을 관장하는 뇌는 인접하기

는 하여도 다른 것이라고 말한 셈이다. 이러한 통찰력 있는 주장

에도 보일라우드의 견해는 그가 골상학에 관여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널리 인정받지는 못하였다. 그가 사용한 ‘뇌 앞부분’과 

같은 애매한 표현도 문제가 되었다. 여기에다가 병리학자인 안

드랄(Gabriel Andral, 1797~1876)의 경우 전두엽 뇌 손상이 있

는 37명 중 21명에서만 언어장애를 확인하였다고 보고하였고

(이 보고에는 좌우 뇌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마도 우측 전두엽 

손상 환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뒤쪽 뇌 부

분에 병소가 있는 경우에도 언어장애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

어 보일라우드의 이론이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데 일조를 하였

다. 이 때의 분위기는 다수를 차지하는 전통적인 진영에서는 플

루랑스의 전체론을 지지하는 입장이었고 국소화를 지지하는 쪽

이 소수이면서 진보적인 그룹이었다.

이런 논란은 신경학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는 레보른

(Monsieur Leborgne)씨가 브로카의 환자로 입원하게 되면서 끝

나게 된다.24 이 환자는 20년간 뇌 손상을 입은 채로 뇌전증을 앓

아 왔다. 특히 말을 하지 못하고 우측 편마비가 있었다. 이 환자

는 당시 탠(Tan)이라고 불렸는데 그 이유는 발성할 수 있는 유일

한 말이 ‘탠’이었고 심지어 ‘탠, 탠, 탠……’과 같이 긴 문장을 이

야기하는 듯한 모습도 보여주었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는 

못해도 레보른씨는 말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Fig. 6. Portrait of Pierre-Paul Broca. License: Attribution 4.0 
International (CC BY 4.0). Wellcome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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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카의 병동에 온 지 6일 만에 레보른씨는 사망하였는데, 

브로카는 부검을 통해서 뇌 좌반구의 세 번째 전두회를 따라서 

달걀 크기의 뇌 손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7). 이러한 사실은 

부검 후 바로 다음 날 인류학회에서 발표되었고 이후 해부학회

에서 재차 발표되면서 언어 중추를 국소화한 것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브로카는 이후 2년에 걸쳐 8명의 유사한 환자를 발견하

여 언어중추 국소화설을 뒷받침하였다.25 브로카의 주장이 이전

과 다르게 학회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브로카

의 개인적인 명성과 평판, 레보른씨 증례의 자세한 기술, 그리고 

기존의 골상학이 주장했던 위치와 관계가 없는 점, 마지막으로 

학회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 등이 합쳐진 결과였다.

뇌 국소화 이론의 또 하나의 이정표: 대뇌 
운동피질의 국소화

브로카의 언어 중추 발견이 뇌 국소화 이론의 가장 중요한 시

발점이 되었다면, 그로부터 9년 뒤의 대뇌 운동피질의 발견은 

이 이론에 더 큰 탄력을 부여하였다. 브로카의 발견이 임상적

인 관찰과 부검을 통한 것이었다면 대뇌 운동피질의 발견은 실

험 기법에 의한 것이었다. 이 발견을 한 사람은 정신과 교수였

던 히칙(Eduard Hitzig, 1838~1907)과 해부학자인 프리트쉬

(Gustav Fritsch, 1838~1927)다.17 원래 히칙은 환자 치료 목적

으로 1867년에 일종의 생체 전기자극기를 만들었는데, 우연히 

환자 후두엽 부위를 자극하였을 때 눈 운동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 결과를 보고 대뇌 기능의 평가에 전기자극기

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고, 여러 

실험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한동안 뚜렷한 결과를 얻지 못했

다. 이들과 별도로 토드(Robert Todd, 1809~1859; 발작 후에 

운동피질의 마비로 몸 어느 한 곳이 마비가 되는 Todd palsy의 

그 토드다)는 뇌간을 자극하기 위하여 전극을 삽입하는 과정에

서 우연히 대뇌피질을 자극하였고 이 때 불수의 적인 근육의 

떨림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당시 토드는 이러한 실험 결과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였고, 당시 대부분의 과학자들

은 1848년의 토드의 이 실험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또 한 사람 

헐링 잭슨(Hurling Jackson, 1835~1911)도 1863년에 오른쪽 

마비 환자의 뇌전증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대뇌 운동피질의 존

재를 주장한 바 있다(뇌전증에서 관찰되는 Jackson’s march는 

이 잭슨을 기념하는 것이다). 만일 히칙과 프리트쉬가 이런 사

실들을 미리 알았더라면 대뇌피질 존재의 발견이 앞당겨졌을 

수도 있다. 어찌 되었든 마침내 1870년에 히칙과 프리티쉬는 

개를 대상으로 역사적인 실험을 하게 된다. 이 실험은 당시 베

를린 대학이 실험을 허가하지 않아 프리드쉬의 개인 주택에서 

시행하였다. 이 둘은 마취하지 않은 개의 두개골을 절제하여 

뇌를 노출시키고 약한 전기를 직접 대뇌피질에 흘려 넣는 방법

으로 발, 얼굴, 목의 근육 수축(물론 반대쪽 근육들이다)을 확

인하였다. 이와는 별개로 대뇌 운동피질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을 일부분씩 절제하여 반대쪽 특정 부위에 마비가 오는 것도 

관찰하였다. 이 때 감각신경은 손상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대쪽 몸 부위를 자극하여 개가 반응하는지를 평가하면 된

다). 이전까지 개를 통하여 비슷한 실험에서 이러한 결과가 발

견되지 않았던 것은 사람과 달리 개의 대뇌피질이 안쪽으로 접

혀 있어서 노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 이후로도 

히칙은 개와 원숭이를 대상으로 연구를 계속하는 동시에 프랑

스 전장에서 부상한 병사에서 대뇌피질의 농양과 뇌전증 발작, 

그리고 실어증 등을 관찰하면서 대뇌기능의 피질 국소화의 근

거를 계속 마련해 나갔다.

Fig. 7. The case of Broca’s aphasia in the literature (Revision de 
la question de l'aphasie : l'aphasie de 1861 à 1866 : essai de critique 
historique sur la genèse de la doctrine de Broca/par Pierre Marie). 1906. 
Wellcome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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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서 대뇌피질 자극에 의한 뇌기능의 국소화는 미국의 

바트홀로우(Roberts Bartholow, 1831~1904)에 의하여 시행되

었다.26 그는 심한 두개골 괴사로 이미 대뇌가 겉으로 드러난 환

자(Mary Rafferty)의 뇌경막과 대뇌피질을 직접 자극하였고(침 

전극을 사용), 반대쪽 팔다리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

렇지만 높은 강도의 자극을 주고 난 후 환자는 발작과 더불어 3
일 동안 혼수상태에 빠졌고 이후 잠깐 깨어났다가 바로 사망하

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당시 바트홀로우는 환자의 동의를 받았

고 어차피 두개내 농양을 배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하

였으나, 위중한 환자를 대상으로 인체 실험을 한 것에 대하여 

유럽과 미국에서 큰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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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뇌전증은 뇌의 전기 활성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발생하여 발

작 등의 임상 증상을 일으키는 비교적 흔한 중추신경계 질환이

다. 한국에서는 인구 1,000명당 3.84명의 유병률로, 약 30만 명

의 뇌전증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 새로운 치료 약

제의 개발과 고도의 장비를 이용한 뇌전증 수술의 활성화로 뇌

전증의 치료는 예전과 달리 크게 향상되고 있으나, 일반 대중의 

뇌전증에 대한 잘못된 오해나 편견은 예전과 같이 국내뿐만 아

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만연해 있는 상태이다.2-4 

Korean studies of felt stigma among persons with epilepsy were reviewed. Of persons with chronic 
epilepsy, 31% felt stigmatized by their condition and in 9% of these individuals, the stigma was se-
vere. Of persons with newly diagnosed epilepsy, 31% felt stigmatized at the time of diagnosis, but 
the corresponding percentage decreased to 18% at a 1-year follow-up. Multiple regression identified 
experiences of actual discrimination in society, an introverted or neurotic personality, and inade-
quate coping strategies as being independently associated with felt stigma. Seizure-related factors 
did not contribute to felt stigma in persons with epilepsy. The presence of felt stigma has consider-
able impacts on psychological well-being, including depression, anxiety, and poor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These findings may provide a basis for further studies to clarify the causative factors 
generating felt stigma and to develop potential therapeutic interventions for felt stigma of epilepsy. 
In conclusion, nationwide educational programs are necessary to eliminate misconceptions about 
and negative attitudes toward epilepsy, which still remain present to a considerable extent in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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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의 낙인감(felt stigma)은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다름(undesirably different) 그리고 또한 심각한 불명예(deeply 

discrediting)로 문화적으로 정의되는 속성에 의해서 야기되는 반

감(disapproval)의 강한 느낌”을 말한다.5 뇌전증에 대한 잘못된 

오해나 편견은 뇌전증 환자에 대한 공공의 부정적 태도(negative 
public attitude)로 표출되어, 뇌전증 환자는 삶의 현장에서 다양

한 종류의 차별을 받는다.6,7  이와 같은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로 

말미암아, 뇌전증 환자는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이 있는 자

신의 질환과 함께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점점 힘

들게 되고, 결국에는 실제적인 차별(actual discrimin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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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cted stigma)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변으로부터 차

별을 받고 있다는 낙인감을 느끼게 된다.8 이처럼 뇌전증 환자의 

낙인감은 주로 자신이 속한 사회와의 관계 속에 형성되기 때문

에, 그 문화적 배경에 따라 낙인감 및 그 관련 인자는 나라마다 

크게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1)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많은 뇌전증 

환자가 낙인감을 느끼는지, (2) 발작 빈도와 같은 뇌전증 관련 

변수를 포함하여 어떤 인자들이 낙인감을 유발하는지, 그리고 

(3) 낙인감이 환자의 우울 및 불안을 야기하고,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뇌전증 환자

의 낙인감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고, 그럼으로써 환자의 낙인감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론

1. 뇌전증 낙인감 척도

낙인감 척도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성인에서는 

Jacoby가 개발한 3문항 낙인척도(Stigma Scale for Epilepsy, 낙

인척도-3)를 주로 사용한다.9 Jacoby의 낙인척도-3의 각 문항은 

다음과 같다. “나에게 뇌전증 발작이 있다는 이유로 (1) 사람들

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해 하는 것 같다, (2) 사람들은 나를 

부족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 같다, (3) 사람들은 나를 가능하면 

피하려 하는 것 같다(Table 1).” 각 문항에 ‘예/아니오’로 간단히 

답하는데, ‘예’로 답하면 1점을, ‘아니오’로 답하면 0점을 부여하

여, 가능한 점수는 0–3점이다. 점수가 0점이면 환자가 낙인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고, 1–3점이면 낙인감을 느끼는데, 높은 점수

일수록 낙인감을 심하게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Jacoby의 낙인척도-3의 유효성을 재검한 결과, 낙인척

도-3이 연속형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천장효과(ceiling 

effects)로 인해 실제로는 이분형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10 이에 따라 낙인감의 미세한 차이를 좀더 분별하

기 위해 낙인척도-3의 응답 반응을 개정하여, 각 문항의 응답을 

‘예/아니오’에서 4점 리커트형 척도로 바꾸었다.11 이에 따라 가

능한 낙인감 점수는 0–9점으로, 단계적 반응이 좀더 가능하게 

되었다(Table 1). 개정한 낙인척도-3 (낙인척도-3R)에서 점수가 

0점이면 환자에게 낙인감이 없는 것이고, 1–6점은 경증-중등도 

낙인감을, 7–9점은 중증 낙인감을 의미한다.

2. 한국 성인 뇌전증 환자의 낙인감 유병률

2005년 Lee 등8은 뇌전증이 있는 4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낙인

척도-3을 이용하여 낙인감을 조사하였다(Table 2). 결과를 보면, 

만성 성인 뇌전증 환자 중 31%에서 낙인감이 있었고, 9%에서는 

세 설문 항목 모두에서 ‘예’로 답하여 낙인감이 심했다(Fig. 1). 

뇌전증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없는 환자에서는 20%가 

낙인감을 갖고 있었지만, 뇌전증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 환자에서는 두 배가 넘는 47%가 낙인감을 갖

고 있었다.8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에 뇌전증에 대한 편견이 

만연해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당초 예상보다 훨씬 낮은 유병

률로, 비슷한 시기인 1999년에 발표된 유럽국가에 사는 성인 뇌

전증 환자의 낙인감 유병률 51%보다도 더 낮은 수치였다.12 이

러한 예상 밖의 결과는 국내 조사에서 표본 추출 바이어스

(sampling bias)로 인해 실제 낙인감 유병률보다 현저히 낮게 왜

곡되었기 때문일 소지가 있다. 유럽 연구에서는 뇌전증 지원단

체(support group)을 통해 5,000명이 넘는 환자에게서 자료를 수

집한 반면,12 국내 연구에서는 대학병원 신경과 외래로 내원한 

환자만 연구에 포함하였다.8 보호자만 병원에 와서 약을 받아가

는 환자들, 그리고 대학병원이 아닌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에 

다니는 환자들은 대학병원에 직접 내원하는 환자에 비해 더 심

한 낙인감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이 환

자들이 연구에 포함되지 못해서 낙인감 유병률이 실제보다 낮게 

조사되었을 것이다.

2016년 Lee 등13은 새로 진단된 성인 뇌전증 환자 153명을 대

상으로 낙인척도-3을 이용하여 낙인감을 조사하였는데(Table 

2), 새로 진단된 성인 뇌전증 환자의 31%가 진단 당시 낙인감이 

있었고, 진단 1년 후 시점에서는 낙인감 유병률이 17%로 떨어졌

다(Fig. 1).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진단 당시 낙인감이 있었던 

Table 1. Revised stigma scale for epilepsy
Not at all Yes, maybe Yes, probably Yes, definitely

Because of my epilepsy,
  (1) I feel that other people are uncomfortable with me. 0 1 2 3
  (2) I feel that other people treat me as inferior. 0 1 2 3
  (3) I feel that other people prefer to avoid me. 0 1 2 3

Scores on this revised stigma scale range from 0 to 9, with a score of 0 indicating that the person does not feel stigmatized, scores of 1–6 indicating that 
the person feels mildly to moderately stigmatized, and scores of 7–9 indicating that the person feels highly stigmatized.11

In the original version, individuals are asked to respond on a yes/no scale. Therefore, scores range from 0 to 3, where a score of 0 indicates that the person 
does not feel stigmatized and a score from 1 to 3 indicates that the person does feel stigmatized. The higher the score, the greater the person’s perception 
of stigm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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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evalence of felt stigma in Korean persons with epilepsy. 
Retrieved from Lee et al.,8 Lee et al.,13 and Lee et al.15

환자 중 66%가 1년 후에는 낙인감이 없어졌고, 진단 당시 낙인

감이 없었던 환자 중 10%만이 1년 지난 시점에 새로 낙인감이 

형성되었다.13 이와 같이 진단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낙인감 유

병률이 감소하는 소견은 다른 나라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관찰

된다. 예를 들면, 2011년 미국 연구를 보면, 새로 진단된 성인 

뇌전증 환자 중 23%가 진단 당시 낙인감이 있었으나, 진단 1년 

후에는 8%의 환자만이 낙인감을 갖고 있었다.14 이와 같이 시간 

경과에 따른 낙인감의 경감은 환자의 뇌전증에 대한 불안감 해

소와 뇌전증에 대한 바른 이해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추정

된다. 즉, 뇌전증을 처음으로 진단 받을 때, 뇌전증이란 진단은 

환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생기면서 낙인감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약물 치료를 시작하

고 뇌전증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뇌전증에 대해 바르게 알게 되

면서 불안 해소와 함께 낙인감도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된다.13 

일부 뇌전증 환자에서는 더 이상 발작 재발이 없어서 정상적

인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뇌전증의 낙인감이 없어지지 않고 여전

히 남는다고 한다. 최소 2년 이상 발작 재발이 없는 성인 뇌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낙인척도-3을 이용한 국내 조사 결과를 보면, 

낙인감이 발작관해 성인의 21%에서 여전히 남아 있었다(Table 
2).8,15 이는 만성 성인 뇌전증 환자의 31%보다 낮은 수치였으

나,8 발작관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높은 유병률로 낙

인감이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국내 연구 결과는 영

국의 한 연구와 비슷하였는데, 그들은 최소 2년간 발작이 없는 

환자의 14%에서 여전히 낙인감이 존재한다고 보고하였다.16 이

러한 소견에 근거하여, 뇌전증의 낙인감은 근절할 수 없는 비가

역적인 현상이라는 가설이 제시되고 있다.

www.jepilia.org

Epilia: Epilepsy Commun 2021;3(2):61-67

63



낙인감은 환자에게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가족 일

원에게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가족 낙인감(family stigma)은 ‘자

신의 가족 중 한 사람이 뇌전증을 앓고 있음으로 인해 그 가족의 

일원인 자신도 타인으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는 느낌으로 정

의된다. 개정한 낙인척도-3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가족 낙인감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점수 1점 이상의 경한 낙인감은 뇌전증 환

자의 가족 일원 중 54%에서 있었고, 점수 4점 이상의 중등도-중

증 낙인감은 10%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환자의 발작이 잘 

조절되지 않아서 자주 발작을 일으키는 환자의 가족에게서 중등

도 이상의 가족 낙인감이 흔했다.17 

3. 뇌전증 낙인감의 관련 인자

2018년 Baker 등18은 뇌전증의 낙인감에 관한 체계적인 문헌 연

구를 시행하였다. 인구학적 변수, 질환 관련 변수, 그리고 정신

사회 변수 등 여러 요인이 낙인감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지만, 이러한 연관성은 문화적 배경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많은 인구학적 변수가 낙인감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모든 연구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는 것

은 아니다. 하지만, 미혼 상태, 경제적 빈곤층, 그리고 낮은 연령 

등은 높은 수준의 낙인감과 비교적 일관되게 연관성을 보이고 

있는 인구학적 요인들이다.18 뇌전증 관련 인자들 또한 낙인감과

의 연관성에서 다양한 연구결과를 보인다. 일부 연구에서는 발

작 종류와 중증도가 낙인감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었지만, 다

른 연구에서는 연관성을 보여주지 않았다. 다변량 분석에서는 

발작 종류나 중증도보다는 낮은 발작 시작 연령, 자신이 경험한 

총 발작 횟수, 그리고 발작으로 인한 부상 등이 낙인감을 야기하

는 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18 발작 빈도는 낙인감과 연관

성이 있게 보고되기도 하지만, 뇌전증의 유병기간보다는 낙인감

을 예측하는 데 덜 중요한 것 같다. 이는 유병기간이 길면 길수

록, 타인으로부터 실제 차별을 당하는 부정적인 경험을 더 많이 

하기 때문일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뇌전증을 앓는 동안 자신이 

경험한 총 발작 횟수 또한 뇌전증의 낙인감을 증가시키는 중요

한 질병 관련 인자 중 하나이다.18 

낙인척도-3을 이용한 국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Table 2), 만

성 성인 뇌전증 환자에서는 사회로부터의 차별 경험, 내성적 성

격, 그리고 부적절한 대처 방식이 낙인감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인 인자였고, 발작 빈도 등의 질환 관련 인자는 낙인감과 연관

성이 없었다.8 새로 진단된 성인 뇌전증 환자에서는 만성 뇌전증 

환자와 같이 내성적 성격이 진단 1년 후 낙인감이 형성되는 것

을 예측할 수 있었고, 1년 동안의 발작 재발 여부는 낙인감 형성

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13 최소 2년동안 발작이 없는 성인 뇌

전증 환자에서는 성격기질(personality trait) 중 신경증

(neuroticism)이 낙인감과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었다.15 뇌전

증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낙인감

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서, 뇌전증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은 환

자는 낙인감을 덜 느낀다고 알려져 있다.18 그러나 국내 성인 뇌

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뇌전증에 대한 지식이 환

자의 낙인감을 줄이는 직접적인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19 그러

나, 뇌전증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은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 더 높았고, 우울감은 더 적었

다. 이러한 소견으로 볼 때,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 직접적으로 낙인감을 줄이지 못할지는 몰라도, 간접적으로 

낙인감을 줄이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9 

2015년 Ryu 등20은 뇌전증이 있는 243명의 청소년과 그 어머

니를 대상으로 소아낙인척도(Child Stigma Scale) 및 부모낙인척

도(Parent Stigma Scale)를 이용하여 낙인감을 조사하였다. 기존

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18 뇌전증에 대한 지식 수준은 낙인

감과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0 즉, 뇌전

증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청소년은 잘 알고 있는 청소년에 비해 

뇌전증의 낙인감을 더 심하게 느끼고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태

도가 중요했다. 즉 어머니가 자녀의 뇌전증을 타인에게 비밀로 

숨기면 숨길수록, 그 자녀는 낙인감을 더 심하게 느꼈다. 이는 

청소년이 어머니가 자신의 뇌전증 진단을 다른 사람에게 숨기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기가 앓고 있는 뇌전증이 숨겨야 하는 나

쁜 질환이라고 잘못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질환 관련 

인자 중에서는 항뇌전증 다약제요법(antiepi leptic drug 

polytherapy)이 환자의 낙인감과 연관이 있었는데, 이러한 연관

성은 다약제요법의 약물 부작용 때문이라기보다는 다약제를 사

용해야 할 정도의 심한 뇌전증 상태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4. 낙인감의 부정적인 효과

최근에 시행된 한 체계적 문헌연구에 따르면,18 낙인감의 효과에 

관한 소견들은 복잡하지 않고 비교적 간단하다고 한다. 다시 말

해, 인구학적 또는 질병 관련 인자와 낙인감과의 연관성이 기존 

연구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과는 달리, 낙인감과 그로 인한 

결과(outcomes)는 연구가 진행된 나라의 문화적 배경 차이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낙인감

을 심하게 느끼는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자기효능감

이 더 낮고, 질병에 대한 자기 관리를 잘하지 못해서 약물순응도

가 더 떨어지며, 결과적으로 발작 중증도 및 빈도가 증가하는 등 

뇌전증의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환자에게 

낙인감이 있으면 우울 및 불안이 생기고 전반적인 심리적 안녕

(psychological wellbeing)이 저하되며, 이로 인해 환자의 삶의 질

이 나빠진다. 이와 같은 결과는 주로 단면 연구를 통해 도출되었

기 때문에, 낙인감과 그 효과의 관계에서 인과성의 방향을 단정

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아마도 양방향의 상호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양방향성으로 인해 낙인감과 그 효과

의 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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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뇌전증의 낙인감은 환자의 우

울 및 불안을 증가시키고 삶의 질을 악화시켰다(Table 3). 예를 

들면, Han 등21은 만성 뇌전증이 있는 성인 및 그 보호자를 대상

으로 환자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조사하였는데, 뇌전증

의 낙인감이 대발작 빈도 및 다약제복용과 같은 질병 관련 인자

와 함께 환자의 우울증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었다. 만성 성인 

뇌전증 환자의 사회 불안(social anxiety)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환자의 21%가 사회 공포(social phobia)를 호소하였는데, 뇌전증

의 낙인감이 우울과 함께 사회 공포의 중요한 요인이었다.22 즉, 

낙인감이 없는 환자에 비해 경한 낙인감이 있으면 사회 공포의 

유병률이 5.5배, 중등도 이상의 낙인감이 있으면 8.6배가 증가

하였다.22 삶의 질 연구에서도 뇌전증의 낙인감은 유의미하게 환

자의 삶의 질과 부정적인 연관성이 있었다. 만성 성인 뇌전증 환

자 연구를 보면, 환자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자는 

우울 및 불안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신경증적 성격, 자존감, 그

리고 낙인감 순이었다.23 자기효능감은 일반적으로 뇌전증 환자

의 삶의 질을 호전시키는데, 특히 낙인감이 있는 환자에게서 그 

효과가 뚜렷한 것 같다. 최근의 연구를 보면, 뇌전증에 관한 사

항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은 낙인감

이 있는 환자에서 유의미하게 삶의 질을 호전시키지만, 낙인감

이 없는 환자에서는 삶의 질과의 연관성이 유의미하지 않았다.24 

반면에, 발작관해 상태에서는 뇌전증의 낙인감이 삶의 질과 직

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좀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최근의 한 

연구를 보면, 최소 2년 이상 발작 재발이 없는 성인 뇌전증 환자

에서 낙인감과 삶의 질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었고, 낙인

감이 신경증적 성격을 통해 간접적으로 삶의 질과 연관성이 있

었다.15 그러나, 차별 경험의 유무, 불안 및 우울로 그 연관성을 

보정했을 때는 통계적 유의성이 소실되었다.15 추가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는 만성 성인 뇌전증 환자에게서 폭력성을 조사하

였는데, 환자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폭력성이 높았고, 뇌전증의 

낙인감이 우울 및 불안과 함께 유의미하게 환자의 폭력성과 관

련이 있었다.25 

결론

뇌전증 환자가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로부터 경험하는 편견과 차

별은 뇌전증의 낙인감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이다.8 차별

을 경험한 적이 없는 뇌전증 환자에서는 20%가 뇌전증의 낙인

감을 갖지만, 뇌전증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 환자에서는 두 배가 넘는 47%가 낙인감을 갖는다.8 사회적 

보호체계가 미흡한 우리나라에서 뇌전증 환자는 사회적 낙인으

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뇌전증 진단을 누구에게도 

알리려 하지 않고 철저하게 숨기는 방법을 선택한다.26 뇌전증의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대한뇌전증학회가 

주도하여 이 질환의 병명을 ‘간질’에서 ‘뇌전증’으로 개명하였으

나, 뇌전증 환자 및 그 보호자의 낙인감을 아직까지 줄이지는 못

했고, 또한 뇌전증의 진단을 숨기려는 환자나 보호자의 결정에

도 영향을 주지 못했다.27 앞으로 뇌전증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범국가 차원에서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홍

보와 뇌전증의 사회적 낙인을 퇴치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

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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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뇌전증은 연간 10만 명당 50–70명의 발생률을 보이는 주요 뇌

질환으로 항경련제가 일차적인 치료이다. 뇌전증 환자의 30%는 

2개 이상의 적절한 항경련제에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뇌전증으

로 진행하여 항경련제의 추가적인 치료만으로 만족스러운 효과

를 기대하기 힘들고, 약물이 늘어남에 따라 부작용도 증가하므

로 수술, 식이요법, 신경 전기자극술과 같은 비약물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1930년대에 개, 쥐, 고양이, 원숭이 등 다양한 동물에서 미주신

경을 전기로 자극하면 뇌전증 발작이 억제된다는 것을 발견한 

후, 1987년 설립된 미국 Cyberonics사(Huston, TX, USA)에서 미

주신경 자극 치료장치(VNS Therapy® System)를 생산하기 시작

Vagus nerve stimulation (VNS) was approved as an adjunctive therapy for patients with intractable 
epilepsy in 1999 and has been cover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Korea since 2005. VNS is a 
particularly good option for patients with intractable epilepsy who are not eligible for epilepsy sur-
gery or patients with a high drug load or nonadherence to anticonvulsants. The effect of seizure re-
duction by VNS tends to gradually increase in proportion to the duration of treatment. Common 
side effects are usually mild and transient, including voice change, paresthesia in the neck or throat, 
and cough. The role of VNS is expected to expand in the future as a substantial proportion of pa-
tients show better quality of life with improvements in cognition, language, and behavior, as well as 
seizure reduction. 

Keywords: Vagus nerve stimulation; Intractable epilepsy; Adjunctiv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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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환자에서 미주신경 자극술 치료
남상욱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학교실

Vagus Nerve Stimulation for Patients with Epilepsy
Sang Ook Nam, MD, PhD
Department of Pediatrics, Pusan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Busan, Korea

Review article

하여, 1988년 Penry와 Dean1이 처음으로 뇌전증 환자에게 삽입

하여 발작이 조절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후 1994년 유럽, 1997
년 미국, 1999년 우리나라에서 뇌전증의 부가치료법으로 정식 

승인을 받게 되었고, 2005년 난치성 국소 뇌전증과 레녹스-가스

토 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국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우리

나라에서도 난치성 뇌전증 환자의 치료로 자리 잡게 되었다.

본 고에서는 뇌전증 환자에서 미주신경 자극술의 전반적인 사

항에 대한 최신 지견을 살펴보고, 미주신경 자극술의 이해와 진

료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미주신경 자극술이란? 

미주신경 자극술은 체내에 삽입된 장치를 통해 미주신경에 전기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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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자극을 가하여 뇌기능을 변화시킴으로써 치료 효과를 기대

하는 방법이다.

미주신경 자극기는 배터리가 내장된 전기신호 발생기, 전선, 

프로그램 막대,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개인용 디지털 단말기나 

컴퓨터와 같은 조절장치, 휴대용 자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치

를 삽입하는 시술은 겨드랑이의 피부를 절개하고 전기신호 발생

기를 피하로 삽입하여 좌측 쇄골 아래 가슴 부위에 거치시킨 후 

전기신호 발생기와 목 부위의 미주신경을 전선으로 연결하는 것

이다(Fig. 1). 

시술 2주 후 외부 조절장치를 통해 전신신호 발생기를 가동하

면 전기신호 발생기에서 전기신호가 전선을 통해서 미주신경으

로 전달된다. 프로그램 막대를 전기신호 발생기가 삽입된 부위

의 피부에 접촉하면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조절장치에서 현재의 

설정을 확인하거나 새로운 설정으로 변경하여 치료의 단계를 조

절해 나갈 수 있다. 처음 미주신경 자극을 시작할 때 출력전류 

0.25 mA, 자석전류 0.5 mA, 가동시간(signal ON time) 30초, 휴

식시간(signal OFF time) 5분, 주파수 30 Hz, 펄스 폭 500 μs로 

설정한다. 이후 환자의 발작과 부작용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출

력전류를 0.25 mA씩 증가해 간다. 휴대용 자석은 평소 환자 주

변에 두거나 휴대하여 전조나 발작이 나타날 때 전기신호 발생기 

부위의 피부 위를 스치듯 움직이면 자석에 의해 형성된 전기신호

가 전기신호 발생기를 1분간 연속적인 전기자극 모드로 변경하

여 발작을 조기 중단시키는 효과를 일부 환자에서 볼 수 있다.

발작 억제 기전

미주신경 자극술이 뇌전증의 치료로 처음 승인되었을 당시 발작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기전에 대해서는 잘 알

려지지 않았다. 이후 많은 동물 및 인체 연구를 통해 점차 기전

과 관련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미주신경은 자율신경계의 부교감신경 기능 조절에 관여하는 

뇌신경으로 80%의 감각신경과 20%의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미주신경에 전기자극을 하면 감각을 뇌로 전달하는 구심

신경을 거쳐 고립로핵(nucleus tractus solitarius)으로 신호를 전

달한다. 이 자극은 이후 직·간접적으로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

하는 청색반점(locus ceruleus)과 세로토닌을 분비하는 솔기핵

(raphe nuclei)을 통해 소뇌, 시상, 시상하부, 편도, 해마, 뇌섬, 

대뇌피질로 여러 단계의 시냅스 경로를 거쳐 신호를 전달하여, 

결과적으로 광범위한 뇌 부위의 혈류와 전기적인 흥분성에 영향

을 주게 된다(Fig. 2). 

미주신경 자극을 뇌로 전달되는 경로에서 특히 중요한 중개핵

은 청색반점과 솔기핵으로서, 이 부위를 손상시키면 미주신경에 

전기자극을 주어도 발작 억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청색반

점과 솔기핵이 각각 분비하는 신경전달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

과 세로토닌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약물은 발작을 억제하는 효과

가 있고, 반대로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 농도를 감소시키는 

약물은 발작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다. 또한 미주신경 자극술 치료를 하게 되면 뇌척수

액에서 발작을 억제하는 gamma-aminobutyric acid가 증가하고 

발작을 증가시키는 aspartate가 감소하는 현상도 관찰된다. 이러

한 증거를 볼 때 미주신경 자극술의 발작 억제 효과는 미주신경

의 전기자극에 의해 분비되는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을 중

개로 발생하는 전반적 뇌 활동의 전기적, 화학적 변화에 의해 나

타난다고 생각된다. 

적용 대상

미주신경 자극술의 대상이 되는 뇌전증 환자의 조건으로는 (1) 

Fig. 1. Insertion of the device for vagus nerve stimulation.

Amygdala
Insula

Sensory cor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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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epinephrine Serotonin

Nucleus tractus solitarius

Vagus n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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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lam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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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echanism of electric and chemical signal transmission to 
the brain by vagus nerve stimulation. Electrical stimuli on the vagus 
nerve are transmitted to nucleus tractus solitarius, in turn triggering 
locus ceruleus and raphe nuclei in the brain stem. Norepinephrine 
and serotonin secreted from the locus ceruleus and raphe nuclei affect 
widespread areas in the brain, including the thalamus, hypothalamus, 
amygdala, insula, hippocampus, striatum, and cerebral cor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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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2가지 이상의 적절한 항경련제에 조절되지 않는 약물난치

성 뇌전증, (2) 내측두엽 뇌전증이나 절제 가능한 병변이 있는 

국소 뇌전증과 같이 뇌전증 수술의 적절한 대상이 되지 않는 뇌

전증, (3) 발작이 비뇌전증 발작이 아닌 것이 확인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연령, 성별, 발작 유형, 뇌전증 증후군, 원인, 발작의 빈

도, 사용한 항경련제로 미주신경 자극술의 효과를 예측하기는 

힘들다. 뇌전증 환자 중 뇌량 절제술을 고려하는 환자나 재수술

이 필요한 뇌전증 환자에서도 미주신경 자극술이 유용하고 뇌수

술에 비해 더 안전하다는 보고가 있다.2,3 많은 항경련제 복용으

로 인지와 정서 등 뇌기능의 저하가 있는 환자, 약물 순응도가 

낮은 환자, 발달이 중요한 어린 연령의 환자는 미주신경 자극술

이 이러한 문제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어서 좋은 대상이 될 수 

있다.

1997년 미국에서 처음 난치성 뇌전증 환자의 치료로 승인을 

받은 후 유럽과 아시아 등 세계 수십 개 국가에서 뇌전증의 치료

로 사용하고 있으나 의료보험의 적용 기준은 국가에 따라 다르

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항경련제 치료에도 2년 이상 조절되

지 않는 난치성 국소 뇌전증과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환자의 부

가요법으로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발작 

유형이나 뇌전증 증후군과 관련 없이 모든 난치성 뇌전증에서 

발작 감소와 삶의 질의 개선을 보인다는 자료가 지속적으로 보

고되고 있으므로 현재 많은 국가에서 미주신경 자극술의 대상을 

모든 난치성 뇌전증 환자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 미주신경 치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난치성 뇌전증 환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미주신경 자극술의 절대적인 금기 대상은 과거에 좌측 또는 

양측 경부 미주신경의 절제술을 받은 환자이다. 심장질환이나 

폐질환이 있는 환자는 절대적인 금기 대상은 아니지만 미주신경 

자극술이 기존 증상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시술 전후 심폐

기능의 평가가 필요하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환자는 미주신

경 자극술로 인해 무호흡이 증가할 수 있으나 임상적으로 문제

가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며, 자극 강도를 낮추면 예방이 가능

하고, 오히려 미주신경 자극에 의해 깊은 수면이 증가하는 효과

로 발작이 감소하는 이점도 있으므로 절대적인 금기 대상에 해

당하지 않는다.4-6 

효과

미주신경 자극술이 발작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많은 연구

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발작 감소와 함께 또는 별개로 인지와 

행동이 호전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호전된다는 연구도 다양하

게 발표되고 있다. 발작 감소 효과는 수개월의 단기간뿐만 아니

라 수년 이상 장기적으로도 효과가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중요한 임상연구로 114명의 국소발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

작위 대조연구인 EO3 연구에서 치료 효과 이하의 낮은 강도와 

치료 효과를 보이는 높은 강도 자극의 두 군으로 나누어 시술 12
주 후 비교한 결과, 50% 이상 발작 감소를 보인 환자에서 높은 

강도 자극을 준 군이 두 배로 높게 나와서 미주신경 자극술이 단

기간의 발작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31% vs. 14%).7 

EO5 연구는 더 많은 199명의 국소발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연구인데, 3개월 후 50% 이상 발작 감소를 보이는 

환자가 23.4%임을 확인하였고 전조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었

다.8 대조 연구를 종료한 이후 장기 추적을 하여 발작 빈도 감소

율이 3개월 후 20%, 2년 후 45%임을 확인하여, 단기간뿐만 아

니라 장기적으로 발작 감소가 유지된다는 점과 치료 기간이 길

어질수록 치료 효과가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9 

미주신경 자극기 시판 후 소아와 성인을 6개월 간격으로 10년 

이상의 추적한 장기 연구에서는 50% 이상 발작 감소 효과를 보

인 환자의 비율이 추적 기간에 비례해서 증가하여 마지막 방문 

시점을 기준으로 91%에 도달하였다. 치료 기간에 따른 발작 감

소 환자의 증가 추세는 첫 2년간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나 이

후에도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미주신

경 자극술과 항경련제 조절의 동반 상승효과로 생각된다.10 12개

월 이상 평균 44개월 추적한 다기관 연구에서는 50% 이상 발작 

감소 환자가 59%, 완전 발작 조절이 된 환자도 9%에서 관찰되

었다.11 소아에 국한한 난치성 뇌전증 환자의 메타분석 연구에서

도 최종 추적 시(평균 2.5년)에 50% 이상 발작 감소 환자와 완전 

조절 환자가 각각 56.4%, 11.6%로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12  

미주신경 자극술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도중에 항경련제를 변

경하지 않고 추적한 연구가 있었는데, 50% 이상 발작 감소된 환

자가 3개월 후 45%, 12개월 후 58%에 달하여 미주신경 자극술

의 치료효과는 항경련제의 효과와는 독립적으로 나타나며 역시 

시간에 따라 증가함을 보여주었다.13 다른 전향적 연구에서는 발

작 빈도 뿐만 아니라 발작 지속시간과 발작 후 억제 시간도 감소

한다고 보고하였다.14,15 

미주신경 자극의 효과에 관한 동물연구에서는 이미 시작된 급

성 발작을 빨리 끝내는 효과와 자극을 주어도 급성 발작이 일어나

지 않도록 하는 예방효과뿐 아니라 뇌전증 동물에서 발작을 감소

시키고, 특정 뇌 부위의 반복 자극으로 뇌전증을 일으키는 동물 

킨들링(kindling) 모델에서 뇌전증 생성(epileptogenesis)을 억제하

여 뇌전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를 보여주었다.16 

미주신경 자극술에 좋은 반응을 보이는 특정한 환자군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는 치료 시작 시의 환자 연령, 발작 형태, 특정한 

뇌전증 증후군에 따른 치료 효과의 차이는 없다고 보고하고 있

다. 그러나 18세 이하 소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특히 12세 이하 소아에서 효과가 더 좋았으며,17 그 중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 시상하부 과오종, 뇌전증 뇌증, 레트 증후군,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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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베 증후군, 결정성 경화증에서 효과가 좋았다는 보고들이 있

다. 또한 발작 감소뿐 아니라 언어 수행능력, 각성 수준, 운동기

능, 인지기능, 전반적 행동, 삶의 질에 호전을 보이는 환자들이 

많았으며, 일부에서는 극적인 개선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와 비

슷한 효과는 노인의 연령에서도 관찰되었다.

합병증과 부작용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은 드물다. 초기 모델에서 전선이 절단되

는 합병증이 있었으나 개선된 모델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다. 감염이 1%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항생제 치료로 대부분 호

전되므로 장치 제거가 필요한 경우는 별로 없으며, 성대 마비가 

1%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보통 몇 주에 걸쳐 회복된다.18 

전기자극을 시작하면서 자극의 강도와 관련된 부작용이 관찰

될 수 있으나 대부분 가벼운 증상으로 나타난다(Table 1).19 이러

한 증상으로 목소리 변화, 목에 통증이나 이상 감각, 목이 조이

는 느낌이나 숨쉬기가 답답한 증상, 기침 등이 있으나 자극의 강

도를 줄이면 호전되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라지므로 이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20 일부에서 침 분비가 

증가하거나 음식 삼키는 것이 힘든 연하곤란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식사할 때 자석을 전기신호 발생기 위에 부착하

여 일시적으로 미주신경 자극을 중단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

다.21 미주신경 자극의 주파수를 50 Hz 미만으로 하고 자극시간

을 휴식시간보다 짧게 설정하면 장기간 전기자극을 주더라도 미

주신경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다.22 주요 정신질환 과거력이 있

는 환자에서, 특히 매일 발작을 하는 경우 정신과적 증상이 나타

나는 경우가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때는 정신과 약물치료를 

병행하거나 미주신경 자극의 강도를 줄이면 호전될 수 있다.23 

전신 증상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폐질환이 없는 환자에서 

미주신경 자극술 전후 폐기능검사에 의미 있는 변화는 없으나, 

이전에 심한 폐질환이 있던 환자에서 강한 자극 시 폐기능이 감

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때는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거나 자

극 강도나 주파수를 낮추도록 한다. 미주신경 자극술은 임상적

으로 의미 있는 심장기능, 소화기능, 혈액검사 이상을 초래하지 

않으며, 복용하는 약물 농도, 활력징후, 체중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장점과 단점

미주신경 자극술은 항경련제 치료에 비해 여러 장점이 있다. 발

작 조절에 효과가 있으면서 전체 항경련제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으므로 신경계와 전신에 약물로 인한 부작용이 없으며, 기존

에 복용하고 있는 여러 항경련제와 약물 상호작용을 우려할 필

요가 없다. 발작의 감소 효과뿐 아니라 각성 수준, 집중력, 기억

력, 감정, 의사소통 능력 등 인지기능이 호전되어 환자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깨어있는 낮 시간에 좀 더 명료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24-32 또한 약물 복용이나 식이요법과는 달리 환자의 적극적

인 참여가 없이도 치료 효과가 유지되므로 치료의 순응도가 떨

어지는 환자에게 특히 도움이 된다.33,34 발작이 발생하면 자석으

로 발작을 빨리 중단할 수 있는 효과를 보이는 환자에서는 뇌전

증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줄 수 있다. 동물실험에서 불임

이나 태아에 기형을 일으키지 않았으며, 사람에서도 임산부에서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35-37 

단점으로는 시술비용의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시간

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의료비용을 상쇄하여 1년 반 이후부터는 

실제 의료비용이 감소한다는 연구보고가 있다.33 이는 약제비와 

응급실 방문, 입원 횟수와 입원 일수, 대발작으로 인한 골절이나 

두부 외상과 같은 부상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외래 방문일수와 

결석 및 결근 일수도 감소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33,38 미주신경 

자극기 삽입 후 자기공명영상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3 Tesla 
이하로 촬영하고 필요 시 특수 수신 코일을 이용하며, 검사 전에 

전기신호 발생기의 전류를 끄고 검사가 끝난 후 다시 본래대로 

작동을 해야 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결론

미주신경 자극술은 수술적 치료에 적합하지 않거나 실패한 난치

성 뇌전증 환자에서 추가적인 발작 조절을 기대할 수 있는 보조 

치료방법이다. 시술과 관련한 심각한 부작용이 거의 없고 치료

과정이 힘들지 않은 반면 발작이 감소하고 인지와 행동이 호전

되어 뇌전증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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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mon side effects of vagus nerve stimulation
Side effect Frequency (%)
Voice change 38
Increased cough 5
Dysphonia < 5
Cervical pain or paresthesia < 5
Exertional dyspnea < 5
Hypersialorrhea or dysphagia < 5
Dyspepsia < 5

Adapted from Toffa et al.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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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의료 시대의 도래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는 유전체 정보, 환경적 요인, 생활

습관 등 개인의 여러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 맞춤형 치료를 제공

하는 의료 서비스를 말한다. 2015년 1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정밀의료 계획(Precision Medicine Initiative)
을 발표하면서 널리 알려졌다.1 

정밀의료는 흔히 4P 의료라고 하는데, 예방의료(preventive), 

예측의료(predictive), 맞춤의료(personalized), 참여의료

(participatory)를 말한다.2 예방의료(preventive medicine)란, 질

병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방지하는 방법이다. 질병은 유전적 요

인이나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미리 분석함으로써 질병 발생의 확률을 예측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다. 예측의료(predictive medicine)란, 질병 혹은 증상의 발

Thanks to recent advances in multi-omics technologies, we are moving closer to the precision medi-
cine era. Precision medicine is an approach that takes into account individual differences in genes, 
environments, and lifestyles. Precision medicine is also called “P4 medicine,” wherein the 4 P’s refer 
to preventive, predictive, personalized, and participatory medicine. Epilepsy is a heterogeneous clin-
ical condition characterized by recurrent unprovoked seizures and their complications. Many pa-
tients continue to suffer from drug-resistant epilepsy and are worried about encountering unpredict-
able seizures during their daily lives. In this review, the ongoing revolution of precision medicine in 
epilepsy care and its impact on clinical practice will be discussed.  

Keywords: Epilepsy; Precision medicine; Individualized medicine; Genomics; Prevention and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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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확률을 예측함으로써 질병 혹은 증상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을 줄이는 전략을 말한다. 흔히 유전체학(genomics), 단백질체학

(proteomics) 등 다양한 예측 방법론을 활용하게 된다. 맞춤의료

(personalized medicine)란, 환자 개인별로 질병 위험도 및 약물

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여 의학적 결정을 하는 방법이다. 이를 바

탕으로 개인에 맞춘 의학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약을 처방할 수 

있다. 참여의료(participatory medicine)란, 의학적인 결정을 내

릴 때 환자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다. 개인 맞춤형으로 의학적

인 결정을 내리게 될 때는 정답이 없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화를 

통해 함께 결정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3 

이러한 정밀의료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인체에서 얻은 대규모

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밀의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유전체학 정보 외에도 단백질체학, 대사체학(metabolomic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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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각종 인체 유래물에서 얻은 정보와 영상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다.4 최근에는 다양한 웨어러블(wearable) 기기에서 얻은 라이

프로그(life log) 정보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서비스 

사용 패턴을 분석하는 디지털 표현형(digital phenotype) 등의 정

보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5 

정밀의료와 뇌전증 관리

2021년 현재 뇌전증 진료는 대부분 계층화 의료(stratified medi-
cine)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환자가 뇌전증으로 진단되면 뇌파

검사 혹은 영상검사를 통해 뇌전증의 병인을 구분한다. 이후 경

련발작(convulsive seizure)의 형태를 고려하여 임상의사의 판단

에 따라 어떤 항경련제를 투약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

나 개별 환자에서 어떤 항경련제를 얼마만큼의 용량으로 사용해

야 효과적으로 증상이 조절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 

항경련제를 선택하여 투약하면서 효과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

하다.6 일부 환자에서는 첫 번째 항경련제 투약 이후 추가적인 

경련발작을 경험하지 않게 되기도 하지만, 상당수의 환자는 본

인에게 잘 맞는 항경련제 종류 및 용법을 찾기 위해 필연적으로 

시행착오(trial and error)를 겪는 과정이 필요하다.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특정 항경련제를 처방하여 복용하면서도 경련발작

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약제를 증량하거나, 다른 항경련제

로 변경, 혹은 다른 항경련제를 추가 처방해야 한다. 그 과정에

서 뇌전증 환자들은 경련발작을 여러 차례 추가로 경험해야 한

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친 뒤, 여러 가지 항경련제를 복용하

면서도 계속해서 경련 발작이 나타나는 환자들도 있다. 지난 20
여 년간 지속적으로 새로운 항경련제가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약물 난치성 뇌전증 환자는 여전히 30%에 이른다.7 정밀의료

는 이러한 뇌전증 치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에는 더욱 선제적으로 뇌

전증 발생을 예측하고, 경련발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식

으로 뇌전증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될 것이다.6 

1. 뇌전증 예방의료

뇌전증은 비정상적인 뇌 신경회로가 생겨 신경세포의 비정상적 

활성이 초래되면서 반복적으로 경련발작을 일으키는 병이다. 지

금까지는, 이미 경련발작이 발생한 뇌전증 환자에서 이를 효율

적으로 조절해주는 데 초점을 맞춘 치료가 이뤄졌다. 하지만 앞

으로는 뇌전증 발생을 미리 예측하여 경련발작을 유발하는 비정

상적인 뇌 신경회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전략이 연구될 

것이다.8 특히, 성인 뇌전증 환자 중에는 뇌졸중, 뇌종양, 뇌 외

상, 뇌염 등이 발생한 이후 후천적으로 뇌전증이 발병하게 된 경

우가 상당수 있다. 이러한 환자들에서 여러 형태의 뇌손상(insult) 
이후 뇌전증 발생과정(epileptogenesis)을 정확히 예측하여 이를 

중단시키는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면, 상당수의 환자에서 뇌전

증 발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전부터 드라베 증후군, 결절성 경화증 등 유전자 이상에 의

해 뇌전증이 발생하는 질환들이 일부 알려져 있었다. 이후 2000
년대 후반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이 개발되어 점점 많은 뇌전증 환자들에게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유전자 이상이 뇌전증의 원인으로 계

속해서 밝혀지고 있다.9 소아의 뇌전증성 뇌병증(epileptic 
encephalopathy) 환자들에서는 이미 유전자 패널 검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약 15%에서 25%의 진단률을 보이고 있다.6 소

아 뇌전증 환자에서 유전 진단이 조기에 이뤄지면 부모가 다음 

아기를 가질 때 질병 발생위험을 예측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뇌 체성 돌연변이에 의해 뇌전증이 발병

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10 최근에는 성인 뇌전증 환

자들에서도 연구 목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점점 많이 시행하면

서, 뇌전증을 일으키는 유전자 이상들이 계속해서 규명되고 있

다. 뇌전증 환자에서 유전자 이상이 확인되면, 가족 검사를 통해

서 가족들의 뇌전증 발병확률을 예측하고 이를 예방하는 치료전

략이 가능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조기에 유전적으로 확진된 결

절성 경화증 환자에서 경련발작 발생 이전부터 항경련제를 예방

적으로 투약한 경우, 일반적인 환자들보다 경련발작의 빈도가 

낮고, 지능도 높아진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11 앞으로 뇌전증 

환자들 중 유전자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가 늘어나면, 유전자 이

상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환자에서 질환의 중증도, 약물 반응성 

등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2. 뇌전증 예측의료

최근에는 뇌전증 환자에서 경련발작 발생을 미리 예측하고자 하

는 연구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뇌전증 환자에게 삽입된 전극

으로부터 얻어지는 뇌파를 머신러닝 혹은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

여 분석한 뒤, 경련발작을 미리 예측하는 방식이다. 뇌파뿐만 아

니라, 심전도를 통해 자율신경계 변화와 그에 따른 맥박의 변동

을 감지하는 기술도 경련발작 예측에 활용되고 있다. 신체 움직

임을 분석하여 경련발작을 탐지하는 기술도 발전하고 있는데, 

이 경우 경련발작을 미리 예측하지는 못하지만 발생한 발작의 

횟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야간 발작 혹은 

환자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발작들은 발생 횟수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 기술을 활용하여 발작의 횟

수를 정확히 측정하게 된다면 항경련제 용법 조절에 매우 유용

한 정보가 될 것이다.12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들을 활용해 경련발작을 예측하는 기술

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다. 경련발작을 미리 예측하기 위해 이어폰 

형태(e.g., EPItect) 혹은 헤어밴드 형태(e.g., Epihunter, Epitech)의 

장비들이 개발되었으며, 스마트 워치 기기(e.g., Embrace2 등)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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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경련예측 기술도 점점 발전하고 있다. 2018년에는 미국 식

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서 경련발작

을 추적 관찰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스마트 워치 Embrace2)를 

승인하였고, 앞으로 이러한 기기들을 활용한 경련발작 예측 연구

들이 더욱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13 이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경련발작을 1분 정도만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임상적으로 뇌전

증 환자들의 증상 조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뇌전증 환자의 

웨어러블 기기에서 경련발작 예측 경보가 울리면 속효성 약제(e.g. 
intranasal benzodiazepine)를 긴급 투약하여 경련발작을 예방하는 

식의 치료전략이 가능해질 것이다.14 

3. 뇌전증 맞춤의료

약물유전체학(pharmacogenomics)이란 개인의 유전체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약물의 효능 및 부작용을 예측하는 학문이다. 약

물유전체학을 연구하는 주된 목표는 개별 환자에서 효과는 좋고 

부작용이 적은 약물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다. 아쉽게도 현재까

지 약물유전체학을 기반으로 항경련제의 효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유전학 기술의 비약

적인 발전으로 인해 NGS 혹은 단일염기 다형성(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마이크로 어레이 칩(microarray chip)을 활용한 약

물유전체학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뇌전증 환자의 다양

한 특성에 대한 빅데이터(유전학적 진단, 뇌 영상, 뇌파 등) 연구

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어, 이 정보들을 약물유전체학과 결합하

면 환자 맞춤형으로 더욱 정밀하게 항경련제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5 

약물유전체학을 바탕으로 항경련제의 부작용을 예측하는 가

장 대표적인 예는 HLA-B*1502 유전형과 카바마제핀 피부 이상

반응 사이의 연관성이다. HLA-B*1502 유전형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카바마제핀을 투약하였을 때 중증 피부유해반응(severe 
cutaneous adverse reaction)이 발생할 교차비(odds ratio)가 

2,504에 달하기 때문에, 투약 전에 HLA 유전형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면 확인하는 것이 좋다.16 그러나, 실제 진료 현장에서 

HLA-B 유전형 검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대부

분의 환자에서는 피부발진 부작용의 가능성을 설명만 하고 약제

를 투약하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항경련제의 경미한 피부 유해반응 발생과 연관된 

HLA 유전형들이 점차 밝혀지고 있다. HLA-A*24:02 유전형과 

라모트리진 피부 이상반응과의 연관성이 국내 연구자 및 해외 연

구자들에 의해 연속해서 보고된 바 있다.17,18 또, HLA-B*4002 유

전형과 옥스카바제핀 피부 이상반응과의 연관성도 보고된 바 있

다.19 그러나, 이들 연관성은 교차비가 4배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항경련제 피부 이상반응을 사전에 회피하는 전략

은 불가능하다. 또한, 아직까지 항경련제의 피부 부작용 이외의 

부작용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다. 약물유

전체학을 바탕으로 항경련제의 효과 및 부작용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되려면 환자 개인의 다양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가 더 많이 이뤄져야 한다.3 

한편, 유전자 이상이 확인된 뇌전증 중 일부의 경우에는 맞춤

형 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SLC2A1 이상에 의한 뇌전증 환자에서는 케톤식이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외에 TSC1, TSC2 유전자 이상에 의한 결절성 경화

증 환자에게 mammalian target of rapamycin (mTOR) 억제제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GRIN2A, GRIN2B 유전자 이상에서는 

N-methyl-D-aspartate (NMDA) 수용체 길항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 KCNT1 유전자 이상에는 quinidine이 도움이 되며, 

SCN2A 유전자 이상에서는 나트륨 채널 차단제가 도움이 된다

고 알려져 있다. 반면, SCN1A에 의한 드라베 증후군의 경우에

는 나트륨 채널 차단제가 경련발작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사

용을 피해야 한다.20 

2015년 희귀 유전질환에서 유전자 치료제가 처음으로 FDA 

승인을 받았다.21 이후 신경계 질환들을 대상으로 50개 이상의 

유전자 치료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6 아직 뇌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치료제 임상시험은 전무한 실정이지만, 일

부 단일 유전자 이상에 의한 뇌전증 모델에서 시행한 전임상시

험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가까운 미래에 단일 유전자 이상

으로 발생한 뇌전증 환자에서 투여할 수 있는 유전자 치료제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한다. 

4. 뇌전증 참여의료

정밀의료는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치료를 추구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더욱 능동적으로 진료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정밀의료 시대에는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라 약을 투약하지 않고 

개인별로 다른 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치료효과를 환자가 

의료진에게 정확히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 또, 신약 재창출(drug 

repurposing) 등 새로운 치료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의사는 환

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환자 및 보호자는 의사 결

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3 

뇌전증은 매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의 집합

체이므로, 개별 환자에서의 상황은 모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밀의료는 100명의 환자에게 100가지 다른 의료서비스를 제

공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정밀의료 시대에는 뇌전증 환자 진료

의 모든 과정에 환자 및 보호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

요하다. 

마무리

정밀의료란, 개인의 유전정보, 생활습관, 개인의 건강정보 등의 

다양한 생체정보를 토대로 개인 및 환자에게 최적화된 진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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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적용하는 새로운 헬스케어의 패러다임을 말한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앞으로 뇌전증 진료에도 정밀의료가 

실현될 것이다. 다양한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하여 경련발작을 

미리 예측하게 될 것이며, 최신 유전자 검사방법을 활용하여 더

욱 많은 뇌전증 환자들에서 유전 진단이 이뤄지게 될 것이다. 정

밀의료를 통해 뇌전증 환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

대한다.

Notes 

Conflicts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ere re-
ported. 

Author contributions 
All work was done by Moon J. 

Acknowledgements 

None. 

References 

1. Collins FS, Varmus H. A new initiative on precision medicine. N 
Engl J Med 2015;372:793-795. 

2. Ashley EA. Towards precision medicine. Nat Rev Genet 
2016;17:507-522. 

3. Akhoon N. Precision medicine: a new paradigm in therapeutics. 
Int J Prev Med 2021;12:12. 

4. Hulsen T, Jamuar SS, Moody AR, et al. From big data to preci-
sion medicine. Front Med (Lausanne) 2019;6:34. 

5. Jain SH, Powers BW, Hawkins JB, Brownstein JS. The digital 
phenotype. Nat Biotechnol 2015;33:462-463.  

6. Nabbout R, Kuchenbuch M. Impact of predictive, preventive 
and precision medicine strategies in epilepsy. Nat Rev Neurol 
2020;16:674-688. 

7. Lerche H. Drug-resistant epilepsy - time to target mechanisms. 
Nat Rev Neurol 2020;16:595-596. 

8. Simonato M, Agoston DV, Brooks-Kayal A, et al. Identification 
of clinically relevant biomarkers of epileptogenesis - a strategic 
roadmap. Nat Rev Neurol 2021;17:231-242. 

9. Scala M, Bianchi A, Bisulli F, et al. Advances in genetic testing 
and optimization of clinical management in children and adults 
with epilepsy. Expert Rev Neurother 2020;20:251-269. 

10. Sim NS, Ko A, Kim WK, et al. Precise detection of low-level so-
matic mutation in resected epilepsy brain tissue. Acta Neuro-
pathol 2019;138:901-912. 

11. Jansen AC, Jozwiak S, Lagae L, et al. Long-term, prospective 
study evaluating clinical and molecular biomarkers of epilepto-
genesis in a genetic model of epilepsy-tuberous sclerosis com-
plex. Impact 2019;4:6-9. 

12. Kim TJ, Jung KY. Prospects of seizure prediction technology 
for patients with epilepsy. Epilia: Epilepsy Commu 2020;2:40-
44. 

13. Beniczky S, Wiebe S, Jeppesen J, et al. Automated seizure detec-
tion using wearable devices: a clinical practice guideline of the 
International League Against Epilepsy and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linical Neurophysiology. Clin Neurophysiol 
2021;132:1173-1184. 

14. Bruno E, Böttcher S, Viana PF, et al. Wearable devices for seizure 
detection: practical experiences and recommendations from the 
Wearables for Epilepsy And Research (WEAR) International 
Study Group. Epilepsia 2021 Aug 22 [Epub]. https://doi.org/ 
10.1111/epi.17044. 

15. Kearney H, Byrne S, Cavalleri GL, Delanty N. Tackling epilepsy 
with high-definition precision medicine: a review. JAMA Neurol 
2019;76:1109-1116. 

16. Ferrell PB Jr, McLeod HL. Carbamazepine, HLA-B*1502 and 
risk of Stevens-Johnson syndrome and toxic epidermal necroly-
sis: US FDA recommendations. Pharmacogenomics 2008;9: 
1543-1546. 

17. Moon J, Park HK, Chu K, et al. The HLA-A*2402/Cw*0102 
haplotype is associated with lamotrigine-induced maculopapu-
lar eruption in the Korean population. Epilepsia 2015;56: 
e161-e167. 

18. Shi YW, Min FL, Zhou D, et al. HLA-A*24:02 as a common risk 
factor for antiepileptic drug-induced cutaneous adverse reac-
tions. Neurology 2017;88:2183-2191. 

19. Moon J, Kim TJ, Lim JA, et al. HLA-B*40:02 and DRB1*04:03 
are risk factors for oxcarbazepine-induced maculopapular erup-
tion. Epilepsia 2016;57:1879-1886. 

20. Johannesen KM, Nikanorova N, Marjanovic D, et al. Utility of 
genetic testing for therapeutic decision-making in adults with 
epilepsy. Epilepsia 2020;61:1234-1239. 

21. Cring MR, Sheffield VC. Gene therapy and gene correction: tar-
gets, progress, and challenges for treating human diseases. Gene 
Ther 2020 Oct 9 [Epub]. https://doi.org/10.1038/s41434-
020-00197-8.  

www.jepilia.org

Epilia: Epilepsy Commun 2021;3(2):74-77

77

https://doi.org/10.1056/nejmp1500523
https://doi.org/10.1056/nejmp1500523
https://doi.org/10.1038/nrg.2016.86
https://doi.org/10.1038/nrg.2016.86
https://doi.org/10.4103/ijpvm.ijpvm_375_19
https://doi.org/10.4103/ijpvm.ijpvm_375_19
https://doi.org/10.3389/fmed.2019.00034
https://doi.org/10.3389/fmed.2019.00034
https://doi.org/10.1038/nbt.3223
https://doi.org/10.1038/nbt.3223
https://doi.org/10.1038/s41582-020-0409-4
https://doi.org/10.1038/s41582-020-0409-4
https://doi.org/10.1038/s41582-020-0409-4
https://doi.org/10.1038/s41582-020-00419-y
https://doi.org/10.1038/s41582-020-00419-y
https://doi.org/10.1038/s41582-021-00461-4
https://doi.org/10.1038/s41582-021-00461-4
https://doi.org/10.1038/s41582-021-00461-4
https://doi.org/10.1080/14737175.2020.1713101
https://doi.org/10.1080/14737175.2020.1713101
https://doi.org/10.1080/14737175.2020.1713101
https://doi.org/10.1007/s00401-019-02052-6
https://doi.org/10.1007/s00401-019-02052-6
https://doi.org/10.1007/s00401-019-02052-6
https://doi.org/10.21820/23987073.2019.4.6
https://doi.org/10.21820/23987073.2019.4.6
https://doi.org/10.21820/23987073.2019.4.6
https://doi.org/10.21820/23987073.2019.4.6
https://doi.org/10.35615/epilia.2020.00157
https://doi.org/10.35615/epilia.2020.00157
https://doi.org/10.35615/epilia.2020.00157
https://doi.org/10.1016/j.clinph.2020.12.009
https://doi.org/10.1016/j.clinph.2020.12.009
https://doi.org/10.1016/j.clinph.2020.12.009
https://doi.org/10.1016/j.clinph.2020.12.009
https://doi.org/10.1111/epi.17044
https://doi.org/10.1001/jamaneurol.2019.2384
https://doi.org/10.1001/jamaneurol.2019.2384
https://doi.org/10.1001/jamaneurol.2019.2384
https://doi.org/10.2217/14622416.9.10.1543
https://doi.org/10.2217/14622416.9.10.1543
https://doi.org/10.2217/14622416.9.10.1543
https://doi.org/10.2217/14622416.9.10.1543
https://doi.org/10.1111/epi.13087
https://doi.org/10.1111/epi.13087
https://doi.org/10.1111/epi.13087
https://doi.org/10.1111/epi.13087
https://doi.org/10.1212/wnl.0000000000004008
https://doi.org/10.1212/wnl.0000000000004008
https://doi.org/10.1212/wnl.0000000000004008
https://doi.org/10.1111/epi.13566
https://doi.org/10.1111/epi.13566
https://doi.org/10.1111/epi.13566
https://doi.org/10.1111/epi.16533
https://doi.org/10.1111/epi.16533
https://doi.org/10.1111/epi.16533
https://doi.org/10.1038/s41434-020-00197-8
https://doi.org/10.1038/s41434-020-00197-8
https://doi.org/10.1038/s41434-020-00197-8
https://doi.org/10.1038/s41434-020-00197-8


서론

뇌전증은 소아 청소년의 만성 신경계 질환에서 흔한 질환 중 하

나이다.1 소아 청소년기는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데 

이 시기에 인지 기능의 성숙이 일어나며 학교에서의 학습은 향

후 성인이 되어 취업을 하고 자아 성취를 하는 데 큰 영향을 준

다.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할 

경우, 학습 및 학교생활을 경련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에 대한 열

Children with epilepsy seem to do well in school, but their academic achievement on average is low-
er than expected when it is specifically evaluated. Many studies have reported lower academic 
achievement in children with epilepsy than in healthy children or patients with other chronic illness-
es. Learning disabilities are also frequent in children with epilepsy; 10%-40% of patients are diag-
nosed with various learning disabilities in reading, mathematics, and writing. Among the multiple 
factors that influence learning disabilities and academic achievement, underlying neuronal dysfunc-
tion, seizure control, and medication are particularly important. Physicians should ask about aca-
demic achievement and learning problems in every clinical visit for early detection. Once the issues 
are recognized, we should identify and eliminate the issues that cause or exacerbate problems and 
help patients receive proper school care to improve academic achievement and treat learning disabil-
ities. Certified academic achievement testing is done to identify academic underachievement, and 
various tests are performed to diagnose learning disabilities. Efforts to improve academic achieve-
ment include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s, better seizure control, and changes in me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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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article

의나 관심이 많아 뇌전증 환자의 학습에 대한 보호자의 관심이 

많고 심지어는 이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치료에 나쁜 영향을 미

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보면 일부 뇌전증 환자는 학업 성취도가 

매우 높고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많은 수의 환자들이 

큰 문제 없이 학업을 잘 따라가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

인다. 하지만 다양한 연구에서 실제 학습 능력을 측정해보면 예

상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학업 성취도를 평가한 경우에

도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뇌전증 환자 전체를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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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이 경향은 더욱 뚜렷하다. 다른 만성 질환의 환자들과 비

교한 연구에서도 뇌전증 환자군이 가장 낮은 학습 능력과 학업 

성취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2,3 본 종설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뇌전증 환자들이 보인 학습 능력과 학업 성취도를 알아보고, 학

습 장애의 빈도와 관련 인자, 학습에 미치는 다른 원인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끝으로 간략하게 학습에 대한 평가와 문제 

발견 시 대처의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론

1. 뇌전증 환자의 학업 성취도 

많은 환자와 부모들의 관심을 반영하듯 뇌전증 환자의 학습에 

대한 과거 연구는 많다. 다양한 질환에서 학업 능력 평가 점수를 

분석한 미국 연구에서 뇌전증 환자들은 39 백분위 점수를 얻었

는데 건강한 환자들이 받은 69 백분위 점수에 비해 유의하게 낮

은 점수였다. 뇌전증 환자군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질환으로 

염증성 장질환, 혈우병, 만성폐질환이 있었고, 낮은 점수를 받은 

질환군은 겸상 적혈구증, 척수 이분증이 있었다. 뇌전증 환자군

은 학업 능력 저하에 가장 취약한 군 중 하나였다.2 이와 유사하

게 천식 환자 117명과 뇌전증 환자 108명을 비교한 연구에서 질

환의 중증도를 중증과 경증으로 나누어 분석한 경우에도 뇌전증 

환자군에서 읽기, 쓰기, 수학, 언어, 어휘력 등의 평가 점수가 낮

았다.3 학생의 학업 수준에 따라 월반 혹은 유급을 시행하는 상

황에서는 유급을 기준으로 학습과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기도 하

는데, 뇌전증 환자의 경우 지능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유급하

는 비율이 39.7%로 높았다.4 진단 이후 5년간을 추적 관찰한 미

국의 연구에서 뇌전증 환자가 학교에서 유급을 한 경우는 58%

로 높게 나타났다.5 소아 뇌전증 환자 중 지능이 정상임에도 학

교에서 특수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19%로 조사되었다.6 여

러 연구를 종합할 때 뇌전증 환자들의 학습 능력은 통상적으로 

예상하는 수준보다 낮았다.7 약 20%의 환자에서는 그 정도가 심

하게 나타났고 다른 신경학적 이상을 동반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심한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8 특발성 뇌전증을 

앓고 있는 36명의 청소년 환자와 32명의 다른 만성 질환 청소년, 

50명의 건강한 청소년을 비교한 연구에서 특발성 뇌전증 청소년

들은 일상생활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었으나 학습과 관련하여 문

제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9 이 

연구에서 학업 성취도 자료가 있는 17명의 뇌전증 환자의 평점 

평균은 B, C, D에 걸쳐 있었고 다른 만성 질환이나 건강한 군은 

A, B, C에 분포하였다. 뇌전증은 다양한 질환의 이질적인 집합

이기 때문에 위의 결과는 뇌전증 전체 평균을 반영한 결과임을 

감안하여야 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뇌전증 환자의 경우 예상보

다 학업 성취도가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뇌전

증 환자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한 연구 보고는 없었는데 이는 사

회적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인접한 일본에서도 비슷한 양

상을 볼 수 있었다. 

학업 성취도를 평가한 연구에서 학업 성취도 평가와 함께 특

정 뇌전증 분류, 발작형, 그 외 다른 동반 인자들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시도가 많았지만 대상자 수가 많지 않고 뇌전증 종류가 

다양하여 일관되게 명확한 결과가 제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서 발작의 형태와 발작의 횟수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10 하지만, 78명의 소아 뇌전증 환자를 대

상으로 발작의 중증도, 뇌전증 이환 기간, 총 항경련제 노출과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한 연구에서는 유의한 관련성이 

발견되지는 않았다.11 다양한 인자들이 학업 성취도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선후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뇌전증 신환의 경우 약물 투여 전부터도 학습의 

문제가 발견된 연구가 있다.5 뇌전증 발병 후의 변화를 전향적으

로 평가할 경우 인과성을 밝히기가 매우 용이하나 그런 연구는 

드물다. 한 연구에서 121명의 뇌전증 신환과 54명의 천식 신환

을 24개월간 관찰하였다. 발병 당시, 12개월, 24개월에 교사가 

평가한 학업 성취도를 비교하였는데 첫 12개월에는 발작의 여

부와 상관없이 학업 성취도가 떨어졌다. 발작이 없는 경우 24개

월에 학업 성취도가 다시 올랐으나 발작이 지속된 경우에는 학

업 성취도가 계속 낮아서 발작의 지속 여부가 학업 성취도에 영

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대상군에서 발병 연령이 어린 

경우 학업 성취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12 학업 성취도에 영향

을 주는 인자로 발작의 중증도, 뇌전증 발병 연령 등이 거론되며 

향후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분야이다. 

학습과 같은 복합적인 고위 뇌 기능을 평가할 때 반드시 고려

해야 할 인자는 기저 뇌 기능 이상이다. 뇌전증 환자의 경우 많

은 수는 일반적인 지적 활동이 매우 안정적이며 지능을 평가할 

경우 정상으로 측정된다. 그러나 일부 뇌전증의 경우 뇌 기능 이

상이 동반되고 이런 기능 이상이나 뇌전증이 구조적, 유전적 이

상과 같은 공통된 원인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5,13,14 이 경우 

동반된 뇌 기능 이상이 인지 저하와 학업 성적 저하를 같이 일으

킨다. 영국에서 75명의 뇌전증 환자를 대상을 한 연구에서, 뇌전

증 환자의 72%에서 평균보다 낮은 학업 성취도(평균–1 표준편

차 이하)를 보였다. 이른 발병 연령, 인지 기능 저하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중 전반적인 인지 기능 저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15 219명의 6–14세 뇌전증 환자에

게 신경심리학적(neuropsychological) 평가와 학업 성취도를 함

께 평가하였을 때 첫 측정과 36개월 뒤 측정 시에 양의 상관관계

가 관찰되었다. 같은 연구에서 이른 발병 연령, 증후성 뇌전증이 

학업 성취도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16 환자가 속한 가정환경도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가정환경이 

열악한 경우, 보호자의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 그리고 부모가 

과도한 걱정을 하거나 불안해하는 경우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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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밝혀졌다.16,17 

2. 뇌전증 환자의 학습 장애의 원인 

학습 장애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뇌전증 환자에서의 원인은 

고려할 요인이 많다. 가장 먼저 고려할 내용은 뇌 기능의 저하이

다. 어떠한 기저 원인에 의해 뇌 기능의 저하가 뇌전증에 동반되

는 경우 학습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뇌전증 환자에서 일반인

보다 흔하게 동반되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도 뇌전증 환자의 학습 능력을 저

하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인식된다. 뇌전증의 흔한 동반 질환인 

정신과적 질환이 뇌전증 환자의 학습에 나쁜 영향을 주는데, 대

표적인 예로 우울증, 불안, 행동 장애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뇌

전증과 직접 관련이 있는 발작 조절, 약물 부작용 등이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뇌전증과 학습 장애

학습 장애는 직접적으로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데 이는 뇌

전증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학습의 문제를 가리키는 다양한 용

어가 있는데 학습 질환(learning disorder), 학업 기술 장애

(academic skills disorder) 등이 유사하게 쓰이지만 최근에는 학

습 장애(learning disability)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두 가지 정의

가 있는데 먼저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Text-Revised에 따라 학업 성취도와 지능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는 정의가 있다. 표준화된 평가를 개인별로 시행한 

점수가 나이, 지능, 교육 수준을 고려했을 때 유의하게 낮은 경

우를 학습 장애로 정의한다. 이런 장애는 청각, 시각 등 다른 감

각 문제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이 장애로 인해 심각한 문제

가 발생해야 한다. 다른 정의는 지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표준화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점수가 낮은 경우로 하는 정의

이다. 두 가지 정의를 모두 적용하여 학습 장애의 빈도를 평가한 

연구에서 7–15세의 173명의 뇌전증 환자를 분석했는데 첫 번째 

정의로는 48%, 두 번째 정의로는 62% (1 표준편차를 벗어나는 

경우), 41% (1.5 표준편차를 벗어나는 경우)로 흔하게 관찰되었

다. 읽기 장애가 13%–32%, 수학 영역이 20%–38%, 문장 표현 

및 작문이 35%–56%로 나타났다.18 첫 번째 정의를 적용하여 

7–15세의 IQ 70 이상 뇌전증 환자 122명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 

남녀간 차이를 본 연구에서, 단어 인지는 약 10% 정도로 남녀간 

차이가 없었지만 맞춤법, 독해는 남성에서 높았고 수학 영역은 

여자에서 약간 높게 나타났다(Table 1).19 같은 정의를 적용하고 

5–13세의 IQ 80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빈도로 학습 장애가 발견되었다.11 뇌전증이 있는 소아에서 환자

들의 형제를 대조군으로 삼아 시행한 연구에서 진단 당시는 환

자나 대조군의 학습 수준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3년 후 평가했

을 때는 환자군에서의 읽기 능력이나 수학 관련 능력이 떨어진 

것이 관찰되었다.16  

학업 성취도와 같이 학습 장애와 관련된 인자들 중 가장 중요

한 것은 기저 신경 기능 이상과 다양한 종류의 뇌전증이다. 이전 

분류로 증후성 전신 뇌전증과 특발성 국소 혹은 전신 뇌전증을 

비교 분석한 연구를 보면, 학습과 관련된 문제들이 전자의 경우 

더 흔한 것을 볼 수 있다.20,21 이 연구들에서 인지 기능 저하나 행

동과 관련된 문제들도 더 흔히 보고되었는데 이는 동반된 뇌신

경계 기능 이상과 관련이 깊다. 172명의 소아와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도 증후성 전신 뇌전증의 경우 학습과 관련된 

문제가 국소 뇌전증보다 높게 발견되었다.22 위 소견들은 병변이 

있는 경우, 특히 광범위한 뇌의 병변에 의한 뇌전증인 경우 신경

학적 기능이 떨어질 위험이 높고 이런 것이 학습 장애도 더 흔히 

동반됨을 나타낸다. 249명의 소아 환자에서 뇌 자기공명영상

(magnetic resonance imaging)과 신경학적 기능의 관련성을 본 연

구에서는, 국소 병변이 있을 때 신경심리 검사(neuropsychologic 
test)에서 점수가 낮게 나타났고 검사의 모든 영역에서 대조군에 

Table 1. Type and frequency of learning disabilities in patients with epilepsy
Study Year No. of participants Type Frequency (%)
Fastenau et al.18 2008 173 Reading 13–32

Written expression 35–56
Math 20–38

Seidenberg et al.19 1986 122 Word recognition 22.8 (M), 13 (F)
Reading comprehension 10.5 (M), 10.1 (F)
Spelling 33.3 (M), 15.9 (F)
Math 28.1 (M), 31.9 (F)

Mitchell et al.11 1991 78 Reading 16
Reading comprehension 38
Spelling 32
Math 31

M, male; F, f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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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낮게 측정되었다.23 뇌파에서 발작 간기 극파의 숫자, 다제 

항경련제 요법을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요인이 각성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을 발견하였다.22 이 두 요인이 직접적으로 학습 

장애를 일으키지는 않으나 특정 뇌전증 증후군에서 위 상황이 

자주 발생해 결국에는 특정 뇌전증 증후군과 학습 장애의 위험

과의 관련성이 간접적으로 있음을 시사한다. 

4. 평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 문제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가 문제

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다. 뇌전증 환자를 진료할 때 인지 발달

을 잘하고 있는지, 학교생활과 학업 성적이 만족스러운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업 성취도가 낮거나 학습 장

애가 의심되는 경우 학교에 알리고 상담을 받게 하는 것이 필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조치가 학교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는 않는다. 많은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에 의뢰하여 기본적인 지

능 검사, 심리 검사를 시행하고 여러 가지 학습에 대한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국내에는 몇 가지 학습을 평가하는 검사 도구들

이 개발되어 있고 일부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의학과에서, 그

리고 일부는 심리학회에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학습 평가

에 더해 기억력, 언어 능력, 집중력, 계획, 실행 능력 등을 다양

하게 평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약물로 뇌전증을 치료하는 의사는 치료 약제와의 관련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매우 복잡한 문제이기는 하나 뇌전증 종

류, 발작 빈도, 뇌파 이상 정도, 행동 및 정신과 동반 질환, 질병

에 대한 반응 등에 항경련제가 영향을 주듯 약물이 학습에 미치

는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다. 위약과 비교할 때 다양한 항경련제

들이 인지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페노바비탈

이나 토피라메이트와 같은 약제들이 학습과 같은 문제를 더 흔

히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24 그리고 여러 약제를 동시에 투약

할 때 이런 위험이 증가하고 또 약물 간 상호 작용을 일으켜 원

치 않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다. 신약들이 경우에 인지 부작

용이 적다고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

기 때문에 약물 시작 혹은 증량 시 학습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5. 치료

치료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위험 인자 혹은 악화 

인자들을 파악해서 해결해 주는 것과 평가에서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는 것으로 구성된다. 간혹 발작 조절이 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잦은 결신발작이나 조절되지 않는 발작 등

이 이에 해당한다. 발작 조절이 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아닌지 확인하고 발작 조절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

하다. 앞선 평가에서 약물에 대한 영향이 의심되면 약물 감량이

나 조절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뇌전증 

Fig. 1. Approach to epilepsy patients with learning problems.

자체와 관련하여 특정 뇌전증에서 병의 경과 중에 뇌 기능 저하

가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아닌지도 철저히 

찾아내서 치료를 해야 한다. 뇌전증 환자의 경우 우울, 불안과 

같은 감정적인 문제나 행동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가 잦다. 이 경

우에도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정신건강

의학과 진료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직접적인 치료는 학교 체계 

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의 경우 학습에 문제가 있는 

학생에게는 개인 맞춤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 education 

program)을 적용한다. 학습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정확하게 평가

하고 개인에 맞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

서는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부족한 분야를 찾아서 이를 보

완하도록 도와주는 노력이 다방면에서 필요하다. 여러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관여되기 때문에 뇌전증 환자의 학습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정확히 분석하고 최대한 적용할 수 있는 치료를 하

는 것이 필요하다(Fig. 1). 

결론

뇌전증을 앓는 소아 청소년 환자의 경우 학습은 성장기 외에도 

환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능이다. 실

제 검사를 할 경우 평균적으로 뇌전증 환자의 학업 성취도는 낮

게 나오기 때문에 진료 당시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어

야 한다. 다양한 학습 장애가 10%–40% 정도에서 동반되기에 이

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를 해 줄 필요가 있다. 학습 장애가 의

심되는 경우 정확한 평가를 진행한 후 다방면의 평가를 종합해

서, 유발 혹은 악화 인자를 제거하고 학습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

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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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eck school performance and learning problems regularly in the clinic with pa-
tient or caregivers.

2.  Assess epilepsy diagnosis, disease course, academic achievement, seizure control, 
and medication side effects.

3.  Perform cognitive function test, neuropsychologic evaluation, academic achieve-
ment evaluation, and assess behavioral and psychiatric issues.

4. Control seizures if the patient has uncontrolled seizure.

5. Adjust medication dose and regimen if there is problem with medication.

6. Utilize school system for improving academic skills.

7. Treat comorbid behavioral and psychiatric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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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두통과 뇌전증의 연관성은 일부 두통 환자에서 두통이 있을 때 

시행한 뇌파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된다고 보고된 후 임상

적으로 흥미를 끌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 뇌파가 임상에 사용되

기 전부터도 두 질환의 연관성은 인식되고 있었다.1 두통, 특히 

편두통은 뇌전증과 몇몇 흥미로운 특성을 공유한다. 편두통과 

뇌전증은 모두 증상이 가끔씩 발생하는 삽화적(episodic) 질환이

라는 특징을 가진 신경계 질환이며, 유전적 소인이 있다. 특히 

CACNA1A이나 ATP1A2을 비롯한 몇몇 유전자의 이상은 편두

통 가족 및 뇌전증 가족 모두에게서 발견된다. 이러한 유전자는 

주로 이온통로를 발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온통로의 유

Because epilepsy and headache share some common clinical features, these two disorders have long 
been associated with each other. Many clinical and experimental studies have demonstrated that 
both migraine and epilepsy have a genetic predisposition and share common pathophysiological 
mechanisms. In addition, headache is commonly observed as a preictal, ictal, and postictal symptom 
in epilepsy patients, and there are several interesting reports describing patients who experienced 
headache as the sole manifestation of epileptic seizure. Although it is not conclusive, migraine and 
epilepsy are often described as common comorbid conditions and several antiseizure medications 
are used for patients with migraine as well as epilepsy. In this review, I discuss the connection be-
tween headache and epilepsy from various perspectives, including classification, clinical features, ep-
idemiology, genetics, pathophysiology, and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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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 변이로 인한 신체의 항상성 유지 기능을 변경하여, 일반적

으로는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자극에 편두통이나 뇌전증 환자

는 과도하게 반응하여 증상이 발현된다는 이온통로병증(chan-
nelopathy)의 개념이 이러한 유전적 이상을 동반한 편두통 및 뇌

전증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2,3 편두통과 뇌전증 모두 흥분성 

및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으로 일정 시간 동안 지속되는 

뇌기능 및 자율신경의 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유사한 병태생리학

적인 기전을 가진다.4,5 또한 편두통과 뇌전증 모두 뇌의 피질하 

연결(subcortical connection)에 의해 조절되고 피질에서 발생하

는, 흔히 명확히 구분되는 증상 전(preictal), 증상 중(ictal), 증상 

후(postictal) 임상 양상을 보이는 공통점이 있다.6 이러한 편두통 

및 뇌전증의 공통된 임상 기전을 고려할 때 일부 항경련제가 편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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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것이다.7 

그러나 임상에서는 두통과 뇌전증이 명확하게 함께 발생하는, 

전조를 동반한 두통에 의해 유발된 뇌전증(migralepsy로 알려짐)

이나 뇌전증 발작의 유일한 증상으로서의 두통인 뇌전증 발작 

두통(ictal epileptic headache) 환자는 매우 드물고, 보고된 

migralepsy 환자의 경우에도 뇌전증 발작이 편두통의 전조에 의

해 실제로 유발되었는지에 대한 진단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

고 있다. 임상적으로 뇌전증 환자에서 두통은 경련의 전조로서

의 두통, 경련의 증상으로서의 두통, 그리고 가장 흔한 양상으로 

경련 후 두통 등으로 경련의 증상과 다양한 시간적 관계를 가지

면서 발현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류, 임상 양상, 역학, 유전, 병

태생리, 치료 등 다양한 방면에서 두통과 뇌전증의 관련성에 대

해 논의하고자 한다.

분류

국제 두통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Headache Disor-
ders [ICHD])에서는 오직 3가지의 두통 양상만을(뇌전증 반두

통[hemcrania epileptica], 경련 후 두통, 전조를 동반한 편두통 

유발 경련[migraine aura-triggered seizure]) 뇌전증과 명확하게 

연관하여 기술하고 있다(Table 1).8 그중 뇌전증 발작에 직접 연

관된 두통으로는 국소성 뇌전증 발작에서 뇌전증모양방전(epi-
leptiform discharge)이 발생한 동측 위치에 두통이 발생하는 뇌

전증 반두통과, 뇌전증 발작 후 3시간 안에 두통이 발생하는 경

련 후 두통이 있다. 뇌전증 반두통은 상당히 드문 현상으로, 현

재까지 몇몇 잘 기술된 증례만이 보고되어 있다. 뇌전증 반두통

은 아직 최신 ICHD 분류에는 포함되어 있으나,8 뇌전증 반두통

이 단일 질환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에는 의문

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연구자는 아직 ICHD의 분류에 포함

되지는 않은 뇌전증 발작 두통의 한 형태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9 뇌전증 반두통의 정확한 병태생리는 아직 불명

확한 상태이나, 일부 연구자는 뇌전증 발작 전 혹은 발작 중 관

찰되는 뇌혈류의 증가가 삼차신경-혈관을 자극하여 두통을 유

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10-12 경련 후 두통은 비교적 흔히 관찰

되며 발표된 연구에 포함된 환자의 특성이나 경련 후 두통의 정

의의 차이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결과를 보이나, 뇌전증 환자 중 

24%에서 60%의 환자가 경련 후 두통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

다.10,13-16 전조를 동반한 편두통 유발 경련은 전형적인 편두통에 

동반된 전조에 의해 뇌전증 발작이 유발되는 것으로 정의하며, 

편두통의 합병증으로 분류되어 있다. 뇌전증 반두통처럼 전조를 

동반한 편두통 유발 경련은 전형적인 전조를 동반한 편두통이 

발생하고 1시간 이내에 뇌전증 발작이 유발되는 경우 진단할 수 

있다. 이것은 매우 드물어 몇몇의 증례만이 보고되었고 이 증례

들의 상당수도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증례의 타당성에 대해 의

심받고 있는데,17 대부분의 전조를 동반한 편두통 유발 뇌전증으

로 보고된 증례가 복잡한 기저질환이나 임상 양상을 보여 편두

통과 경련의 직접적이고 명확한 증거라고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

기 때문이었다. 두통과 경련이 있는 당시에 뇌파 검사를 진행하

지 않고는 전조를 동반한 편두통이 경련에 앞서 발생하였는지

(경련 전 편두통), 혹은 실제 경련을 유발하였는지(전조를 동반

한 편두통 유발 경련) 병력 상으로 구별하기가 실질적으로 불가

능하다. 또한 두통이 발작 간기 혹은 경련 중 뇌파의 변화가 편

두통과 흔히 함께 발생하는 후두엽성 뇌전증을 비롯한 뇌전증에 

의하여 나타나는 증상일 수 있으며, 뇌전증의 발생 위치가 뇌의 

피질이 아닌 피질하 부위의 깊은 영역이거나 뇌파의 형성 방향

이 피질과 직각을 이루는 경우 발작 간기의 뇌파에서는 이상 소

Table 1. Headache-associated epileptic seizure in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Headache Disorders 3rd edition

Criteria
Complication of migraine Headache attributed to epileptic seizure

Migraine aura-triggered seizure Hemicrania epileptica Postictal headache
A A seizure fulfilling diagnostic criteria for one type 

of epileptic attack, and criterion B below
Any headache fulfilling criterion C Any headache fulfilling criterion C

B Occurring in a patient with migraine with aura, 
and during, or within 1 hour after, an attack of 
migraine with aura

The patient is having a partial epileptic seizure The patient has recently had a partial or general-
ized epileptic seizure

C Not better accounted for by another diagnosis Evidence of causation demonstrated by both of 
the following:

Evidence of causation demonstrated by both of 
the following:

1. headache has developed simultaneously with 
onset of the partial seizure

1. headache has developed within 3 hours after 
the epileptic seizure has terminated

2. either or both of the following: 2. headache has resolved within 72 hours after 
the epileptic seizure has terminated

a) headache has significantly improved immedi-
ately after the partial seizure has terminated

b) headache is ipsilateral to the ictal discharge
D Not better accounted for by another diagnosis Not better accounted for by another diagnosis

Modified from Headache Classification Committee of the International Headache Society 8 according to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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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전조를 동반한 편두통 유발 

뇌전증 발작이 전조가 있은 후 1시간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보고

도 있어, 전조 이후 1시간 이내로 제한해 둔 정의의 정확성 및 

유용성에 대한 의문도 제시되고 있다.18 

뇌전증 발작 혹은 뇌전증의 분류는 국제뇌전증학회

(International League Against Epilepsy)에서 발표한 것이 사용되

고 있다. 뇌전증 발작 및 뇌전증이 네트워크 및 발생 원인에 초

점을 맞추어 매우 간결하게 제시가 되어 있으나, 뇌전증과 동반

된 두통이나 뇌전증 후 두통 등에 대한 정의는 이 분류에 포함되

어 있지 않다.19 이 분류에 따르면 뇌전증 반두통이나 편두통 유

발 경련은 유전자 검사 혹은 영상의학과 검사 결과에 따라 단순

히 구조적 이상을 동반하거나 원인 불명의 ‘국소 경련’으로 분류

해야 한다. 뇌전증 발작 혹은 뇌전증의 분류와는 별개로 Fisher 
등이 발표한 지 20년이 지난 임상 양상에 따른 경련의 분류가 있

는데, 이 분류에 따르면 뇌전증 발작의 전조나 경련의 양상이 뇌

파나 뇌영상 검사 결과 혹은 유전학적 검사의 결과에 상관없이 

시술하도록 되어 있다(Table 2)20,21. 이 분류를 사용하면 뇌전증 

발작의 전조와 경련의 양상을 시간 순서에 따라 나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경련 후 두통과 같은 경련 후 나타나는 증상은 

뇌전증 환자의 경련의 국소화 및 편측화에 의미가 떨어지기 때

문에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이 분류에 따르면 전

조로서의 두통 및 뇌전증 반두통은 감각신경성 전조로 분류할 

수 있으나 편두통 발생 시의 자율신경증상에 주안점을 둔다면 

자율신경 전조로도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뇌전증 발작 두통(ictal epileptic headache)

최근 두통이 유일한 뇌전증 발작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잘 정리

된 환자들이 보고되면서 ‘뇌전증 발작 두통’이라는 용어를 편두

통 혹은 긴장형두통의 양상으로 발현한, 뇌파상 확인된 뇌전증 

환자에 사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1,22,23 아직 뇌전증 발

작 두통이 ICHD의 분류에는 등록되지 않았으나 현재 여러 연

구자들에 의해 제시된 뇌전증 발작 두통의 정의는 두통이 ‘뇌전

증 발작의 유일한 증상’이며 ‘다른 편두통, 전조를 동반한 편두

통, 혹은 긴장형두통의 양상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정의하며, 

수 초에서 수일간 지속될 수 있고 뇌전증 발작이 지속되고 있다

는 뇌파 소견이 필요하며 항경련제의 투약 즉시 호전되어야 한

다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저자의 견해로는 다음 ICHD의 두통 

분류에는 뇌전증 발작 두통이라는 분류가 새로이 편입되거나 최

소한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두통이 경련의 유일한 

증상이라는 것 이외에 뇌전증 발작 두통은 경련의 뇌파 소견이 

필요하며 정맥으로 사용된 항경련제 치료에 두통이 즉시 호전되

어야 한다는 점에서 뇌전증 반두통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겠

다.1,22,23 뇌전증 반두통은 그 정의상 두통이 뇌파 이상 소견이 있

는 쪽에서 나타나야 하지만, 뇌전증 발작 두통에서는 두통이 뇌

파 이상 소견이 있는 같은 쪽에서 나타날 수 있고 반대쪽에서 나

타날 수도 있다.8 전술한 바와 같이 뇌전증 반두통의 임상 양상 

자체는 뇌전증 발작 두통의 임상 양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뇌

전증 발작 두통이 정식 분류에 포함된다면 뇌전증 반두통은 없

어지거나 뇌전증 발작 두통의 아형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비디오 뇌파 검사로 뇌전증모양방전이 확인된 뇌전증 발작 두

통은 현재까지 몇몇의 증례 보고만 있다. 이러한 보고에서 성인

보다는 소아 환자가 많았으며 다양한 두통의 양상 및 뇌전증 증

후군이 보고되었다. 뇌파 소견도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후두엽에 주로 나타나는 리듬성 국소 경련파, 양측성 지속성 경

련파 등이 보고되었다. 임상적으로는 뇌전증 발작 두통이 짧은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에는 두통이 있는 기간에 뇌파의 이상 

소견 및 항경련제의 정맥 주사 후 호전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

려우므로, 대부분의 증명된 뇌전증 발작 두통은 최소 수 시간 이

상 지속된 환자로서 비경련성 뇌전증 중첩상태의 진단 기준에 

합당한 환자이다. 특이한 점은 현재까지 보고된 뇌전증 발작 두

통의 많은 환자들이 광과민성의 특성을 보인다는 점이다.17,24 대

부분의 환자가 편두통과 광과민성의 병력 혹은 가족력이 있으

며, 뇌파상 광과민성이 확인된다. 당연한 임상 양상일 수 있지만 

이러한 환자에서는 두통이 일반적인 편두통 치료에는 반응하지 

않았고 다이아제팜이나 페니토인과 같은 항경련제의 정맥주사

에만 반응하였다.

Table 2. Semiological seizure classification
Aura
 Somatosensory aura Visual aura
 Auditory aura Gustatory aura
 Olfactory aura Autonomic aura
 Abdominal aura Psychic aura
Autonomic seizure
Dialeptic seizure
 Typical dialeptic seizure
Motor seizure
 Simple motor seizure
 Myoclonic seizure Tonic seizure
 Epileptic spasm Clonic seizure
 Tonic-clonic seizure Versive seizure
 Complex motor Seizure
 Hypermotor seizure Gelastic seizure
 Automotor seizure
Special seizure
 Atonic seizure Astatic seizure
 Hypomotor seizure Akinetic seizure
 Negative motor seizure Aphasic seizure

Modified from Luders et al.20 according to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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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 특히 편두통은 흔한 신경학적 질환이다. 일반 인구에서 심

한 두통의 평생 유병률은 약 46%이며 편두통의 평생 유병률은 

10%–22%로 보고되고 있다.5,25 한국에서 시행된 역학연구에서

는 모든 종류의 두통의 1년 유병률은 61.4%, 편두통의 1년 유병

률은 6.1%로 보고되었고,26 다른 전화 설문조사에서는 인구의 

22.3%가 편두통 진단 기준을 충족하였다.27 일반 인구에서 뇌전

증의 유병률은 0.3%–0.7%로 추정되며, 한국에서 시행한 연구에

서 치료를 받고 있는 뇌전증의 유병률은 0.4%로 조사되었다.28 

두통과 뇌전증이 함께 발현되는 빈도가 높다는 것은 1990년

대 중반에 시행된 2,000명의 뇌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 뇌전증이 있는 환자는 뇌전증이 없는 환자의 

친척보다 편두통의 위험도가 2.4배 높다고 보고함으로써 알려

지게 되었다.29,30 뇌전증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도 뇌전

증 환자에서 두통의 위험도가 높아짐을 보고하였고, 특히 경련 

후 두통의 위험도가 높음이 보고되었으며,16,31,32 이러한 두통의 

존재가 뇌전증 환자의 질환 부담(disease burden)을 높이는 요인

으로 부각되었다.31,32 그러나 최근에는 이전부터 받아들여진 두

통과 뇌전증의 동반 발생의 비율이 높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발

표되고 있고,23,33,34 뇌전증 발작 사이의 두통, 특히 편두통의 경

우 일반인과 뇌전증 환자 사이에 유병률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보고가 계속 발표되고 있다.15,35 또다른 연구에서는 편두통이나 

긴장형두통이 아닌 경련과 직접 연관된 두통만이 뇌전증 환자에

서 흔히 발생하며, 약 1/3의 뇌전증 환자가 경련과 관련된 두통

을 호소한다고 보고하였다.36 이러한 다소 상충되는 연구 결과는 

대상자 선정이나 연구 디자인 상의 차이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

고, 다른 교란 인자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일 수 있다.34 

한국에서 시행한 다기관 역학연구에서는 뇌전증 클리닉을 처음 

방문한 환자의 편두통의 유병률을 12.4% (74/597)로 보고하였

다. 이 연구에서는 이 유병률이 당시 시행한 다른 연구에서 발표

된 일반 한국인에서의 편두통 유병률(6.1%–6.5%)보다 높다는 

점을 근거로 뇌전증 환자에서 편두통의 동반 비율이 높다고 주

장하였다.13,26 그러나 이 연구에서 보고된 국내 뇌전증 환자의 편

두통 유병률은(12.4%) 다른 나라에서 보도한 일반인에서의 편두

통 유병률과는 차이가 없었다(10%–22%). 따라서 국내의 연구 

결과에서도 편두통과 뇌전증이 동반 발현하는 비율이 높은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다.

뇌전증 환자 개인에서의 두통을 볼 때 두통과 뇌전증 발작 사

이에는 명확한 시간적 선후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뇌전증 환자

에서 두통은 뇌전증 발작 사이, 뇌전증 발작 즈음(periictal), 뇌전

증 발작 중, 뇌전증 발작 후 두통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임상 양상으로 발현하여 일부 환자에서는 편두통과 뇌전증 관련 

두통과의 구분이 어려울 수 있다. 한국에서의 다기관 역학연구

에서는 뇌전증 클리닉에 처음 방문하였을 때 경련의 전구 증상, 

경련 시, 경련 후 두통의 발현 빈도가 각각 4.4%, 1.5%, 24.5%

로 보고되었으며, 편두통의 두통 양상이 경련의 전구 증상으로 

두통이 발생한 환자의 46.2%, 경련 후 두통 환자의 36.3%에서 

보고되었다.13 본 연구팀에서 발표한 800명 이상의 비디오 뇌파 

검사를 시행한 약물 난치성 뇌전증 환자에서는 뇌전증의 전조로

서의 두통, 경련 전 증상으로서의 두통, 경련 후 두통 환자의 비

율이 각각 0.7%, 6.3%, 30.9%였다.14 비록 각 연구에 따라 뇌전

증 환자에서의 두통의 유병률에 대한 보고는 매우 달랐으나 모

든 연구에서 일관되게 보고되는 것은 뇌전증 환자에서 뇌전증 

발작 후 두통이 가장 흔히 나타나는 두통의 양상이며 24%–60%

의 환자에서 보고가 되었다. 한 연구에서는 뇌전증 발작 후 두통

은 가장 흔한 경련 후 증상이었으며(38%), 두통 다음으로 어지

러움증과 현훈의 증상이 있었다. 또한 경련 후 두통의 존재는 뇌

전증에 의한 경련 및 비뇌전증성 경련의 구분에 매우 유용한 임

상 양상이었다.37 

소아 뇌전증에서의 두통

두통과 뇌전증은 성인 신경과 외래 진료를 받게 되는 흔한 증상

이나 이 질환의 유병률이 더 높은 소아 신경과 외래에서 더 흔하

다. 실제 두통과 뇌전증과의 가장 최초의 보고는 소아 환자에서 

편두통 및 뇌전증의 중간 정도의 증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보고였다.6,38 임상적으로 편두통 증상과 뇌전증 발

작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자신의 증상을 잘 설명

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소아 환자에서 급격한 행동이나 기분의 

변화가 의식장애 및 시각, 운동, 감각, 혹은 언어장애와 동반되

는 현상을 관찰할 때 이 증상이 편두통에 의한 증상인지 뇌전증 

발작에 의한 증상인지 구분이 더욱 어려운 경우가 많다.7,39 소아 

환자는 두통과 뇌전증 발작에서 자율신경계 증상이 더 흔히 발

생하고 다른 증상 없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자율신경계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한 반면, 성인에서는 두통 및 뇌전증 모두에

서 발생하는 증상 중 자율신경계 증상은 대부분 다른 운동 혹은 

감각신경 증상과 동반되거나 운동 혹은 감각증상과 연이어 나타

난다.40,41 

성인 환자에 비해 소아 뇌전증 환자에서 두통과 동반 비율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적다. 한 후향적 환자 대조군 연구에서 편두

통을 가진 소아 환자는 긴장형두통을 가진 소아 환자보다 뇌전

증의 위험이 3.2배 높다고 보고하였고, 뇌전증이 있는 소아 환자

는 편두통을 동반 질환으로 가지고 있을 위험이 긴장성두통을 

동반 질환으로 갖고 있을 확률보다 4.5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

다.42 한 3차 병원에서 시행한 400명의 소아 뇌전증 환자를 대상

으로 한 단면연구에서 편두통의 유병률은 25%였다. 그 연구에

서 편두통은 10세 이상의 소아에서 더 흔했으며 중심측두엽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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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파(centrotemporal spikes)를 가진 환자에서 더 흔했다.43 한국

에서의 소아 연구에서 편두통의 유병률은 더 높아서, 전체 소아 

뇌전증 환자의 37.6% (86/229)에서 편두통이 보고되었다.44 

소아 환자에서 편두통과 뇌전증의 가장 주목할만한 연관은 

Gastaut형 원발성 소아 후두엽 뇌전증(idiopathic childhood 

occipital epilepsy of Gastaut type)에서 나타난다. 이 뇌전증 증

후군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호전되거나 소실되는 

양성 소견을 보이며, 남아와 여아에서 동일한 비율로 발생하고 

8세에서 9세 사이에 유병률이 가장 높다.45 이 질환은 비교적 드

문 뇌전증 증후군으로, 소아에서 새로 진단된 열성경련이 아닌 

뇌전증의 약 0.6%가 이 증후군으로 진단된다.46 단순한 시각적 

환각이 이 뇌전증 증후군의 가장 흔한 증상이며 간혹 유일한 증

상이기도 하다. 이 증상은 수 초 내에 갑자기 생겨서 대부분 1–3
분 정도 지속된다. 시각 증상이 아닌 증상으로 가장 흔한 것은 

안구의 한쪽 편위이며, 이후 편측 경련(hemi-convulsion)이나 전

신성 경련이 발생할 수 있다.45 Gastaut형 원발성 소아 후두엽 뇌

전증에 비해 전조를 동반한 편두통의 시작 증상은 주로 수 분에 

걸쳐서 천천히 발생하며 정의 상 60분까지 오랫동안 지속되고,8 

Gastaut형 뇌전증 환자에서 보이는 안구의 한쪽 편위는 관찰되

지 않는다.6 Panayiotopoulos 양성 소아 뇌전증(benign child-
hood occipital epilepsy of Panayiotopoulos type)은 전형적으로 

3세에서 5세 사이에 발생하며, 드물게 발생하나 오랫동안 지속

되는 야간 경련 및 자율신경증상이 특징이고 간대성 경련이 동

반되기도 한다. 이 뇌전증 증후군이 있는 소아 환자에서 편두통

이 동반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경련 후 편두통 유사 두통은 매우 

흔하다.47,48 원발성 후두엽 소아 뇌전증 증후군을 제외하고도 증

후성 후두엽성 소아 뇌전증에서도 두통이 보고되고 있고, 소아 

뇌전증 환자들이 자신의 증상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여 후두

엽성 뇌전증이 편두통으로 오인되거나 반대로 편두통이 후두엽

성 뇌전증으로 오인되는 일이 간혹 발생하여 진단에 주의가 필

요하다.49 

중심측두엽 극파를 동반한 양성 뇌전증(benign epilepsy with 

centrotemporal spikes)은 소아에서 가장 흔한 국소 뇌전증 증후

군으로 소아 뇌전증의 약 13%–23%를 차지한다.50 이 증후군은 

주로 7세에서 10세 사이에 발생하며 깨어있을 때나 수면 중에 

한쪽 얼굴에 발생하는 감각운동 증상, 언어 마비, 과다 침 분비 

등의 증상을 특징으로 한다. 이 증후군 환자에서도 편두통의 동

반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0 

병태생리학적 측면

두통과 뇌전증의 공통된 병태생리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대뇌피

질 신경세포의 과흥분성을 두통과 뇌전증 모두에서 공통된 병리

기전으로 설명하고 있다. 뇌전증에서는 대뇌피질의 과흥분성은 

신경세포의 과동기화된 전기적 신호로 전환되어 세포막의 이온

의 투과성을 변경시키거나 이온의 교환을 유발하여 반복적인 경

련이 발생하게 한다고 생각된다.39,51,52 그러나 편두통에서는 피

질의 과흥분성은 피질의 과동기화보다는 피질의 전파 억제

(cortical spreading depression, CSD)를 유발하여 증상이 발생한

다고 생각된다. 비록 CSD는 최근 편두통에서 신경세포 활성화

의 탈분극성 억제에 의한 부수현상(epiphenomenon)으로 생각

되고 있지만,53 CSD는 여전히 편두통 환자의 전조 및 두통 자체

를 일으키는 기본적인 기전으로 간주된다. CSD는 뇌 신경세포

의 세포 내 부분으로부터 세포 외 부분으로 K+ 를 과량으로 유출

시켜 발생하는, 스스로 진행하는(self-propagating) 강력하고 지

속적인 신경의 탈분극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현상은 수 분간 

지속되는 신경의 억제를 동반한다. 편두통에서 CSD는 삼차신

경의 통증신경시스템의 활성을 유발하여 다양한 통증을 유발하

는 신경전달물질 분자의 유발을 유도한다. CSD와 뇌전증 발작

과의 관련성은 지주막하 뇌출혈 환자에서 두개강 내 뇌파 모니

터링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이 연구에서는 전파되는 발작을 일

반적으로는 자발적인 뇌파의 억제가 발생해야 하는 경련파가 발

생하는 주변 조직에서 진행하는 탈분극이 일어나는 현상으로 정

의하였으며, 25명의 지주막하 뇌출혈 환자 중 2명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었다.54 지주막하 뇌출혈 후 발생한 억제의 기간은 

지주막하 뇌출혈이 일어난 날과 7일째 되는 날 가장 강하게 발

생하였고, 이것은 경련이 발생할 위험이 가장 높은 날과 뇌출혈 

후 지연성 혈관 수축이 일어나는 날과 일치하였다.55 CSD와 뇌

전증 활동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급성 뇌 손상 환자에서도 보

고되었고,56 반복적인 CSD는 실험실 연구에서 억제성 감마 아미

노뷰티르산(gamma-aminobutyric acid, GABA)의 기능을 약화

시켜 뇌전증 활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7,58 후두엽은 일

반적으로 사람에게서 편두통과 뇌전증 모두가 가장 잘 유발되는 

구조로 잘 알려져 있으며,22 흥미로운 사실은 후두엽이 CSD에 

가장 취약한 부위로 알려져 있어 편두통과 뇌전증 모두에서 대

뇌피질의 과흥분성이 질환 발생의 중요한 병태생리임을 시사하

는 중요한 근거로 생각된다.59 뇌전증 환자에서는 후두엽에서 발

생한 뇌전증모양방전은 발생한 위치 근처에 모여 있거나 주변 

조직으로 퍼져나가게 된다. 뇌전증모양방전이 후두부에 모여있

는 경우 편두통의 전조와 유사한 다양한 시각적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후두부 이외로 퍼져나가는 경우 위장관 불편감, 무반

응성, 구토 등을 포함한 전형적인 뇌전증 발작을 일으킬 수 있

다. 따라서 시작 전조, 위장관 불편감, 구토, 두통 등의 증상은 

후두엽 경련 및 편두통에서 같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흔히 

이 두 질환의 임상 감별이 매우 어렵다.22 과거 편두통 환자에서 

뇌혈관의 기능 변화가 있다고 생각되었으나 최근에는 이것은 편

두통의 동반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다60 

편두통과 뇌전증이 공통된 병태생리학적 기전을 가진다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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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증거 또한 존재한다. 편두통과 뇌전증 모두 단발적으로 발생

하는 흔한 신경학적 질환이며 대부분의 환자들은 증상이 없는 

기간에는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이온통로의 변이, 

특히 Na+-K+ ATPase 와 같은 뇌신경의 신경세포막을 관통하는 

단백질의 변이가 이러한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다.3,61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세포 외의 높은 K+ 농도는 대뇌 교세포(glia)의 

Na+-K+ ATPase 활성을 높인다. 이것은 반복적인 세포의 흥분기

간 동안 세포 외에 축적되어 있는 K+ 의 제거를 촉진시킨다. 

Na+-K+ ATPase 펌프는 세포막은 탈분극을 활성화시켜 경련의 

시작을 조절하고 국소 K+의 농도를 조절하여 CSD를 통해 편두

통을 유발할 수 있다10,39 이러한 실험 결과는 편두통과 뇌전증 모

두에서 Na-K 펌프의 이상으로 세포외의 K+ 농도 조절 능력 저

하가 공통적인 병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흥미로운 사

실은 이러한 실험실적 연구의 결과가, 인간에서 Na+-K+ ATPase
의 α2 부분을 관장하는 ATP1A2의 변이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임상 양상을 보이는 질환을 유발함을 보임으로써 증명이 되었다

는 사실이다. 이 단백질의 변이는 가족성 편마비 편두통(familial 
hemiplegic migraine, FHM) 및 양성 가족성 영아 경련(benign 

familial infantile convulsions)을 일으킬 수 있다. 물론 Na+-K+ 

ATPase의 변이가 이 두 질환의 유일한 병리학적인 기전은 아니

지만 최근 연구자 사이에 흥미를 끌고 있는 이온통로병증 또한 

이 두 질환의 강력한 연관성을 시사하는 증거로 인식되고 있다.

유전학적 측면

편두통과 뇌전증 모두 유전적 소인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

실이다. FHM 드물기는 하지만 명확한 유전적 원인(상염색체 우

성 유전)에 의해 발생하는 전조를 동반한 편두통의 원인 질환이

다. 흥미로운 사실은 FHM을 일으키는 세 가지의 FHM 유전자

(CACNA1A [FHM1], ATP1A2 [FHM2], SCN1A [FHM3]) 모두 

뇌전증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세 가지의 FHM 유전

자는 모두 이온통로에 관여하여 유전적으로 이러한 이온의 기능 

이상을 초래하고 신경세포의 이온 농도 변화를 일으켜 신경 피

질의 과흥분성을 유발하게 된다. 이에 의한 억제성 신경 및 흥분

성 신경의 부조화가 뇌전증과 편두통 모두에서 기본적인 병태 

생리학적 원인이 된다.62 예를 들면 CACNA1A (FHM1) 유전자

는 신경의 전압성 칼슘 이온 2.1 채널의 α 분위를 담당하는데, 

이 부분의 변이는 억제성 G-단백질의 친밀성(affinity)을 변화하

게 하고 기능의 획득(gain of function)을 일으켜 억제의 저하를 

유발한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뇌세포가 과흥분하게 되는 원인

이 된다. CACNA1A 유전자의 변이는 FHM을 일으킬 뿐 아니라 

편두통 및 삽화적 실조(episodic ataxia)의 원인이 된다.5,62 AT-
P1A2 (FMH2) 유전자 변이의 임상적 의미는 병태생리 부분에

서 이미 기술하였으며, 이 유전자의 변이는 FHM 뿐만 아니라 

양성 가족성 영아 경련을 유발할 수 있고, 유전적 뇌전증 질환으

로 잘 알려진 Dravet 증후군의 원인이 된다. Dravet 증후군은 심

한 영아 근간대성 경련의 원인이 되며, 이 질환은 드물지만 매우 

심하고 평생 지속되는 뇌전증으로 발생하며 주로 생후 1세 미만

의 영아에서 발생하게 된다. SCN1A 유전자는 Nav1.1 으로 불리

는 나트륨 통로의 α 부분을 생성하는 데 작용하게 되며, 최근 연

구에서는 SCN1A 유전자의 변이 중 나트륨 통로의 기능을 약하

게 저하시키는 변이는 환자의 임상 양상에도 정도가 심하지 않

은 변화를 일으켜 나트륨 의존성 GABA 억제 신경의 부분적 기

능 이상을 초래하면서 편두통으로 발현되는 뇌세포의 과흥분성

을 유발한다고 보고하였다.63,64 

또 다른 유전자인 PRRT2 (proline-rich transmembrane pro-
tein) 유전자 이상은 돌발성 운동유발성 이상운동증(paroxysmal 
kinesigenic dyskinesia), 양성 가족성 영아 경련, 영아 경련-무도

성 무정위 증후군(infantile convulsion-choreoathetosis syndrome)
의 원인이 된다. PRRT2 유전자는 중추신경계에서 시냅스의 신

경전달물질 조절에 필요한 단백질을 발생시킨다. PRRT2 단백질

의 부족은 시냅스의 신경전단물질의 변화를 초래하여 신경의 흥

분성의 조절을 억제하고, 결과적으로 이상 운동 질환 및 경련을 

일으킬 수 있다.65 이 유전자의 변이는 편마비성 편두통 및 편마

비가 없는 일반적인 편두통 모두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이 유전

자를 가지고도 일반적인 편두통을 가지는 경우 편두통은 유병률

이 높은 질환임을 고려할 때 유전자의 변이와는 무관한 일반인에

서의 편두통의 우연한 유전자 이상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5 

FHM과 PRRT2 유전자의 변이는 매우 드물고 임상적으로는 

아주 일부의 편두통 혹은 뇌전증 환자의 실제 원인이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유전적 소인이 일반적인 편두통 및 뇌전증 

환자에서 미치는 영향일 것이다. 최근 시행된 편두통과 뇌전증

의 유전적 연관 연구에서는 몇몇 중요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두 질환에서 유전적 소인의 직접적인 영향은 비교적 적었다. 

730명의 특정 요인이 없는 국소성 뇌전증이나 전신성 뇌전증 환

자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연구에서 32%의 여성과 15%의 남성 

환자에서 편두통이 있었다. 전조를 동반한 편두통의 유병률은 

뇌전증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전조를 동반하지 않은 

편두통에서는 보이지 않았으며 편두통과 뇌전증을 가진 환자에

서 유전적 소인을 찾아내지는 않았다.5,66 따라서 현재까지 편두

통과 뇌전증의 유전적 관련 연구는 특수하고 드문 증후군에만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다. 아마도 특정한 증후군에 포함되지 않

은 편두통이나 뇌전증은 다양한 유전자 및 환경인자의 복합적인 

결과로 나타난 결과일 것이며 진전된 유전자 진단 검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유전적 요인에 대한 정보가 새로 발견될 

수 있다.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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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적 측면

몇몇 종류의 약물이 편두통의 예방을 위해 사용되며, 삼환계 항

우울제, 베타 차단제, 칼슘 통로 차단제와 함께 항경련제도 편두

통 예방 약물로 사용된다. 항경련제를 편두통 예방에 사용하는 

것은 두 질환 모두 대뇌에서 흥분성과 억제성 물질의 부조화에

서 발생하며 많은 항경련제들이 CSD에서 발생하는 이온의 흐

름을 차단하는 것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근거가 있는 접근이라

고 할 수 있다. 발프로산 염(valproic acid, VPA)과 토피라메이트

(topiramate, TPM)가 편두통의 예방약으로 허가된 항경련제이며 

다른 gabapentin, acetazolamide, carbamazepine, oxcarbazepine, 
zonisamide 등의 항경련제도 일부 연구에서는 편두통의 치료에 

효과가 있었다.7 

VPA는 전압의존성 나트륨 통로의 억제제로 신경의 반복적인 

흥분을 억제할 수 있고, 뇌의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인 GABA의 

농도를 증가시켜 흥분성 신경활동을 억제시킨다. 몇몇 임상 연

구에서 VPA가 편두통의 발생 빈도를 줄이는 것이 확인되었으

나, VPA가 편두통의 발생 기간이나 발생하였을 경우 두통의 강

도까지 줄일 수 있는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67,68 

TPM이 편두통을 예방하는 기전은 아직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VPA처럼 TPM이 몇몇의 신경전달물질이나 이온통로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편두통 예방 효과의 근거로 생각된다. 

TPM은 또한 나트륨과 칼슘 통로를 억제하는데, 이것이 편두통 

예방 효과의 다른 기전으로 생각된다. TPM은 대뇌의 GABA 

농도를 증가시키고 동물 실험에서는 CSD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글루타메이트 수용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일

부 탄산무수화효소(carbnonic anhydrase)를 억제하는데, 정확한 

기전은 모르지만 이러한 작용도 편두통의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TPM의 편두통 예방 효과는 몇몇 임상 연

구에 의해 증명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TPM으로 치료받은 편두통 환자는 위약으로 치료받은 환자보

다 편두통의 빈도가 50% 이상 감소할 확률이 두 배 이상 높았으

며, 두통의 감소로 인해 환자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다.68,69 

가장 최근 발표된 종설 연구에서는 VPA와 TPM을 제외한 

levetiracetam, zonisamide, carisbamate, clonazepam, perampanel 
등의 항경련제는 편두통 예방에 효과가 없었으나, 한 소규모의 

연구에서 편두통 환자에서 zomisamide가 TPM과 유사한 효과

를 보였다.68 

왜 편두통은 뇌전증의 흔한 원인이 아닌가?

중추신경계에는 피질 혹은 피질하 조직으로 구성된 신경 네트

워크에 기반한 계층형 구조(hierarchical organization)가 존재한

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조직의 이상 현상이 CSD를 일으키면 

편두통 증상이 발생하고 뇌전증양파를 발생시키면 뇌전증 발작

이 발생한다고 여겨진다. 편두통이나 뇌전증의 발생은 이러한 

신경생리학적 이상이 특정한 역치에 도달하면 실무율(all or 
none)의 현상으로 증상을 일으킨다고 생각되는데, CSD를 일으

킬 수 있는 역치가 경련을 일으킬 수 있는 역치보다 낮은 것으

로 보인다. CSD와 뇌전증 발작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신경생리

학적 원인은 동일할 수 있으며 두 현상 모두 실무율의 특성을 

가진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 서로 다른 자극에 의해 같은 결

과(편두통 혹은 뇌전증 발작)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CSD를 유발할 수 있는 역치가 뇌전증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역치보다 훨씬 낮다는 점이다. 즉 CSD는 뇌전증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자극보다 훨씬 낮은 자극에서도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뇌전증 발작이 경련 후 두통을 일으키는 확률이 편두

통 후 뇌전증 발작이 유발되는 확률보다 높은 것으로 이해된

다.70 전조를 동반하지 않은 편두통은 뇌에서 일차적인 기능이 

없는 피질 부위에서 발생하고 다른 곳으로 퍼져 삼차-혈관계를 

활성화하여 다른 증상 동반 없이 두통을 유발한다. 비슷한 현상

으로 뇌전증 발작이 뇌에서 일차적인 기능이 없는 피질 부위에

서 시작된다면 전조를 비롯한 다른 뇌전증 발작의 증상이나 증

후 없이 삼차-혈관계만을 활성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환

자는 다른 뇌전증 증상 없이 두통만을 호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뇌전증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자극의 역치가 두

통을 일으킬 수 있는 자극의 역치보다 매우 높기 때문에 실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생각은 뇌

전증 발작 전후의 두통은 비교적 흔한 임상 양상인데 비하여 편

두통 전후의 뇌전증 발작이 매우 드문 것과 같은 이유로도 설명

될 수 있다.70 

결론

두통, 특히 편두통과 뇌전증은 흔히 동반되어서 발생하고, 뇌신

경의 과흥분성이라는 병태생리를 일부 공유하면서 항경련제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삽화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라는 특징이 

있다. 두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몇몇 유전적 변이를 공유하며, 

후두엽 경련에서는 두 질환의 임상 양상이 많이 겹친다는 면도 

두 질환이 연관이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아직 두통과 뇌전

증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에서 공통된 점이 있는지는 추가 연구

가 필요하지만 이 흔한 두 신경계 질환의 유사성은 매우 흥미로

운 주제로, 추후 두 질환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임상적, 실험실적 

연구가 더 필요하겠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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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Hospital selection reflects the decision-making of patients or their caregivers. We in-
vestigated the factors related to hospital selection by patients with epilepsy and compared them be-
tween patients with medically intractable epilepsy and pharmacoresponsive epilepsy. 

Methods: This questionnaire-based cross-sectional study evaluated the patients with epilepsy at a 
university hospital. The patients were asked to complete a series of questions including their demo-
graphic information, socio-economic status, and hospital- and patient-related factors related to their 
selection of a hospital. 

Results: In total, 230 patients with epilepsy were analyzed, including 66 patients with medically in-
tractable epilepsy and 164 patients with pharmacoresponsive epilepsy. Acquaintances constituted 
the primary information source that patients with epilepsy used to select a hospital, followed by in-
formation from the internet. No patients with pharmacoresponsive epilepsy gathered information 
from print media. Approximately 94% of patients with medically intractable epilepsy had visited an-
other medical center. As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choosing a hospital, the patients gave an av-
erage score of at least four out of five for simple administrative procedures (4.03 ± 0.82), the compe-
tence of clinicians (4.06 ± 0.89), excellent equipment (4.04 ± 0.85), and reputation of the hospital 
(4.02 ± 0.88). 

Conclusions: This is the first study to analyze the factors related to hospital selection among pa-
tients with epilepsy in South Korea.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improvements in the medical sys-
tem by presenting insights into the medical behavior of patients with epilepsy. 

Keywords: Epilepsy; Hospital-patient relations; State medicine 

pISSN 2672-0442   eISSN 2672-0450
Epilia: Epilepsy Commun 2021;3(2):93-98

https://doi.org/10.35615/epilia.2021.00234

Received: March 15, 2021 
Revised: April 19, 2021 
Accepted: June 17, 2021 

Corresponding author:
Keun Tae Kim, M.D 
Department of Neurology, Keimyung 
University Dongsan Medical Center, 
1095 Dalgubeoldae-ro, Dalseo-gu, 
Daegu 42601, Korea 
Tel: +82-53-258-4379 
Fax: +82-53-258-4380 
E-mail: 6k5upa@gmail.com  

뇌전증의 병원 선택 요인: 약물 난치성 뇌전증과 비난치성 
뇌전증의 비교
조용원, 김근태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Factors Associated with Hospital Selection by Epilepsy Patients: Medically 
Intractable versus Pharmacoresponsive Epilepsy
Yong Won Cho, MD, Keun Tae Kim, MD
Department of Neurology,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aegu, Korea

Original articl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 2021 Korean Clinical Epilepsy Research Society

93



서론 

뇌전증은 기원전 3,000년 경에 만들어진 의학서에서부터 기록

을 찾아볼 수 있으며, 오랜 시간 동안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

다.1,2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던 뇌전증은 한때는 성

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였으며, 신비로운 현상이라고 

알려지기도 하였다. 중세 의학을 거치면서 뇌전증은 신앙으로 

치료를 시도하다가,1 19세기의 근대 신경학의 발전과 함께 과

학적 접근이 이루어지면서 브롬화칼륨 등의 치료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뇌전증에 관련된 대표적 국제기구인 국제뇌전증퇴치연맹(In-
ternational League Against Epilepsy, ILAE)이 1909년에 설립되

었다.3 ILAE에서 1993년에 제시한 정의에 따르면 뇌전증 발작

은 “뇌세포의 비정상적이며 과도한 흥분으로 발생하는 증상”이

며, 뇌전증은 “비유발성 뇌전증 발작이 반복되는 임상적 상태”

이다.4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에 대한뇌전증학회(당시 대한간

질학회)가 발족하여 많은 의료진과 연구자들이 뇌전증의 치료와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세계의 많은 과학자와 의료진의 노력으

로 현대 의학에서는 약 20여 종의 항경련제가 개발되어 임상에

서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 중 거의 대부분의 약물

을 사용할 수 있다.

뇌전증은 국내 인구 중 약 0.4%가 겪고 있는 흔한 뇌질환이

다.5 뇌전증은 약물 난치성 뇌전증의 문제뿐만 아니라 의식 장애

로 인한 부상 발생과 질병에 대한 부정적 시선 때문에 환자들의 

사회 활동이 위축되기 쉬운 질환으로서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받지 않는, 치료 간극이 높은 질환이며,6 현대 의학의 발전

에도 불구하고 전체 뇌전증 환자의 약 30%는 두 가지 이상의 항

경련제를 충분히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뇌전증 발작이 완전히 조

절되지 않는 약물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이다.7 한편, 최근 사회

적,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각종 매체와 인터넷의 대중화로 인하

여 여러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하고 개인적인 경험과 지식

을 공유하기 쉬운 시대가 되었다. 더불어, 질환에 대한 일률적인 

진료 방식에서 탈피하여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또는 “환자 중심”의 의료를 지향하는 현재의 추세에서, 환자들

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는 환자의 진료에 대

한 고민만큼이나 중요하다. 이에 저자들은 지역의 3차 의료기관

의 뇌전증 센터를 찾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뇌전증 환자들이 어

떻게 의료기관을 선택하는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얻는지, 그리고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조사하고 약물 난치성 뇌전증 환자와 비

난치성 뇌전증 환자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20년 10월 20일부터 2020년 11월 20일까지 시행

된 단면 연구로서,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뇌전증센터에서 뇌전증

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병원 선택에 대한 요인 분

석을 시행하였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였으며(No. 2020-10-054), 대상자 중에서 

설명문을 통한 충실한 설명을 들은 후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

한 경우에만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를 작

성하였다.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외국인, 18세 미

만, 입원 중인 환자, 설문지 작성에 협조가 되지 않는 인지장애

나 언어장애 환자, 그리고 담당 의사가 본 연구에 참여시키기 힘

들다고 판단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시력이 좋지 않거나 학력이 

낮아서 글을 읽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 의료진이 아닌 연구원

이 설문지 작성을 도와주었다. 통계 분석을 위해서 IBM SPSS 

version 22.0 (IBM Corp., Armonk, NY, USA)를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양측 유의 수준 5% 이하에서 판단하였다. 환자

들의 나이와 병원 선택 시에 고려한 5점 만점의 중요도는 t-test
를, 직업 유무, 만성질환 유병률, 주요 정보원 등의 범주형 변수

에서는 chi-square 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 설문 내용

인구사회학적 정보로 환자의 나이, 성별, 교육 정도(초등학교 졸

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직

업(1년 이상 지속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유무, 건강보험 자격(건

강보험, 의료급여)을 확인하였다. 또한, 뇌전증 외에 정기적인 

약물 치료를 받는 질환의 유무를 확인하였다. 선행 연구를 바탕

으로 뇌전증과 지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자들이 보완하

여 고안한 설문지를 제작하였다.8-16 병원 선택 요인에 대한 평가 

정보로서, 병원을 최종적으로 선택한 주체는 누구인지, 병원을 

선택하는 과정에 가장 주요한 정보는 어떻게 얻었는지, 현재까

지 뇌전증으로 다른 의료기관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병원 선택 요인으로는 병원 시설의 새로움, 접근성

(거리와 교통), 예약과 접수와 수납 등의 행정 절차의 간편성, 짧

은 대기 시간, 병원 내의 편의시설, 근무하는 지인의 유무, 의사

의 친절, 의사 외 직원들의 친절, 의료진의 전문성, 장비의 우수

성, 병원의 명성, 병원 서비스의 차별성, 뇌전증 환자의 숫자, 진

료비 혜택(본 병원에는 법인 소속 직원과 그 배우자, 그리고 그

들의 직계 존, 비속에 대한 진료비 감면 혜택이 있다), 그리고 응

급상황의 대처 능력에 대해 병원 선택 시에 고려한 중요도에 따

라 5점 만점의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였다.

약물 난치성 뇌전증은 두 가지 이상의 적절한 항경련제를 충

분한 용량으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뇌전증 발작이 간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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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경우로서,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이상의 항경련제를 사

용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 내에 뇌전증 발작이 발생한 경우를 

약물 난치성 뇌전증으로 분류하였다.17 

결과

연구에 동의하여 조사에 응한 환자는 총 230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약 45.56 ± 15.90세였고, 남자는 115명(50.0%)이

었다. 대졸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환자는 83명(36.1%)이

었으며, 직업을 가진 환자는 165명(71.7%)이었다. 조사에 참여

한 뇌전증 환자 중에서 의료급여인 경우는 56명(24.3%)였으며, 

정기적인 투약이 필요한 다른 질환을 가진 환자는 66명(28.7%)

이었다. 전체 환자 중에서 약물 난치성 뇌전증은 66명으로, 

28.7%에 해당하였다(Table 1). 약물 난치성 뇌전증과 비난치성 

뇌전증 환자들로 나누어 인구사회학적 정보를 비교한 결과에서

(Table 1), 나이(44.77 ± 12.67세 vs. 45.87 ± 17.05세, p =  

0.593)와 성별(남성 47.0% vs. 51.2%, p =  0.560)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약물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의 학력이 고등학

교 졸업 이상인 경우가 더 많았으며(81.8% vs. 56.7%, p =  

0.001), 의료급여의 비율이 더 높았다(45.5% vs. 15.9%, p <  

0.001). 뇌전증 이외에 정기적으로 투약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는 

양쪽 그룹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47.0% vs. 52.4%, p =  

0.453).  
병원을 선택한 주체에 대한 조사에서(Table 2), 약물 난치성 

뇌전증과 비난치성 뇌전증 모두에서 병원을 최종적으로 선택한 

주체를 비교했을 때, 비난치성 뇌전증 그룹에서는 병원 선택의 

가장 흔한 주체는 가족과 친척이었다. 하지만 난치성 뇌전증에

서는 병원을 선택한 주체는 가족, 친척과 본인이 같은 비율을 차

지했다. 하지만 약물 난치성 뇌전증과 비난치성 뇌전증을 비교

했을 때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p =  0.530). 약물 난치성 뇌전

Table 1. Demographic data of the patients with epilepsy
Variable Total Medically intractable epilepsy Pharmacoresponsive epilepsy p-value
No. of patients 230 66 164
Age (yr) 45.56 ±  15.90 44.77 ±  12.67 45.87 ±  17.05 0.593
Male sex 115 (50.0) 31 (47.0) 84 (51.2) 0.560
Education
 ≤ High school graduate 147 (63.9) 54 (81.8) 93 (56.7) 0.001
 ≥ University graduate 83 (36.1) 12 (18.2) 71 (43.3)
Occupation, yes 165 (71.7) 40 (60.6) 125 (76.2) 0.017
Health insurance coverage
 Fee-for-service with financial support from the NHIS 174 (75.7) 36 (54.5) 138 (84.1) < 0.001
 Fully insured by the NHIS 56 (24.3) 30 (45.5) 26 (15.9)
Medically intractable epilepsy (yes, %) 66 (28.7)
Other chronic disease with regular medication (yes, %) 117 (50.9) 31 (47.0) 86 (52.4) 0.453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only, mean ± standard deviation, or number (%).
NHIS,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Table 2. People contributing to hospital selection and sources of information
Variable Medically intractable epilepsy (n =  66) Pharmacoresponsive epilepsy (n =  164) p-value
The selector
 The patient 34 (51.5) 55 (33.5) 0.375
 Family 30 (45.5) 88 (53.7)
 Clinician at another clinic 6 (9.1) 13 (7.9)
Source of information
 Acquaintances 42 (63.6) 91 (55.5) 0.040
 Clinician at another clinic 8 (12.1) 23 (14.0)
 Broadcast media 5 (7.6) 4 (2.4)
 Printed media 1 (1.5) 0 (0.0)
 Internet 10 (15.2) 46 (28.0)
Visited another medical center 62 (93.9) 69 (42.1) < 0.001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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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으로 병원을 선택할 때에 가장 흔한 정보원은 주변의 권유로 

42명(63.6%)이었으며, 인터넷 검색과 다른 병의원의 추천이 각

각 10명(15.2%)과 8명(12.1%)이었고, 비난치성 뇌전증 환자 역

시 주변의 권유가 91명(55.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 검색

과 다른 병의원의 추천이 각각 46명(28.0%)와 23명(14.0%)을 차

지했다. 양쪽 그룹을 비교했을 때는 약물 난치성 뇌전증 환자가 

병원을 선택할 때 주변의 권유와 방송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비난치성 뇌전증 환자들보다 방송 매체를 더 많이 이

용했지만 인터넷 검색은 더 적었다(p =  0.040). 한편, 본 연구가 

진행된 상급종합병원의 뇌전증 센터를 방문한 약물 난치성 뇌전

증 환자 62명(93.9%)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69명(42.1%)의 비난치성 뇌전증 환자보다 많았다(p <  

0.001). 

설문지에서 제시한 15개의 병원 선택의 중요성 항목 중에서, 

뇌전증 환자들이 리커트 척도 5점 중에 평균 4점 이상으로 평가

한 항목은 행정 절차의 간편성(4.03 ± 0.82), 의료진의 전문성

(4.06 ± 0.89), 장비의 우수성(4.04 ± 0.85), 병원의 명성(4.02 

± 0.88)이었다. 약물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은 행정 절차의 간편

성(4.11 ± 0.81), 장비의 우수성(4.02 ± 0.90), 그리고 병원의 

명성(4.11 ± 0.81)에, 비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은 의료진의 전문

성(4.06 ± 0.86), 장비의 우수성(4.03 ± 0.83)에 리커트 척도 4
점 이상을 부여했다. 각 항목에 대해서 약물 난치성 뇌전증 환

자와 비난치성 뇌전증 환자를 비교했을 때 점수의 차이는 없었

다(Table 3). 

고찰

병원 선택 요인은 환자가 병원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고려하는 

요소를 일컫는 말로서,8 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한 판단의 

과정이며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이전 연구들에서는 환자들의 병

원을 선택할 때 병원의 규모나 장비보다는 개인의 판단이 여건

(비용, 접근성 등)을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10 환자

에 대한 확신이나 공감과 같은 개인적 경험의 중요성이 보고된 

바가 있다.9,14 뇌전증은 다른 만성 질환과 다른 몇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뇌전증의 증상은 흔히 의식 장애를 동반하므로 증상

이 발생할 때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병식이 없을 

수 있다. 또한 모든 검사가 정상이라 하여도 두 번의 뇌전증 발

작 병력만으로 진단할 수 있으므로 목격자의 진술이 중요한 질

병이며,18 사회적인 낙인 효과가 존재하는 질병이다.19 뇌전증은 

다른 질환에 비교했을 때, 경제적 문제보다는 사회적인 시선과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치료 간극이 높은 질환으로서,6 뇌전증 

환자를 위한 사회적, 학문적 분석과 학회나 시민단체의 노력이 

있어왔으나 뇌전증 환자들이 병원을 선택하는 과정이나 요인에 

대한 분석은 거의 없다.

뇌전증에서 남자와 여자의 유병률 차이는 보고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 시행된 이전의 연구에서는 남자에서 뇌

전증의 유병률이 더 높았다.20 본 연구에서는 뇌전증 환자 전체

에서나 약물 난치성 뇌전증과 비난치성 뇌전증의 비교에서도 성

별, 나이, 그리고 직업 유무의 차이는 없었다. Lee 등20이 이전의 

우리 나라의 연구에서는 수입이 낮은 계층에서 뇌전증의 유병률

이 높은 것을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약물 난치성 뇌전증 

환자에서 학력이 더 낮고 의료 보호에 대항하는 환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약물 난치성 뇌전증 환자가 사회경

제적으로 더 취약한 위치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뇌전증 환자는 병원 선택에서 가족과 친척이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난치성 뇌전증에서 병원 선택의 가장 

Table 3.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choosing a hospital
Variable Total (n =  230) Medically intractable epilepsy (n =  66) Pharmacoresponsive epilepsy (n =  164) p-value
Recent establishment of the hospital 3.85 ±  0.93 3.89 ±  0.93 3.84 ±  0.94 0.667
Accessibility 3.83 ±  0.94 3.95 ±  0.83 3.77 ±  0.96 0.181
Simple administrative procedures 4.03 ±  0.82 4.11 ±  0.81 3.99 ±  0.80 0.336
Waiting time 3.38 ±  1.03 3.27 ±  1.02 3.35 ±  1.00 0.581
Amenities 3.81 ±  0.97 3.94 ±  1.01 3.77 ±  0.92 0.231
Acquaintances in the hospital 3.70 ±  0.95 3.68 ±  1.04 3.70 ±  0.90 0.923
Kindness of clinicians 3.42 ±  1.02 3.33 ±  1.03 3.42 ±  1.00 0.553
Kindness of staff other than clinicians 3.19 ±  0.94 3.24 ±  0.95 3.15 ±  0.92 0.476
Competence of clinicians 4.06 ±  0.89 3.98 ±  0.94 4.06 ±  0.86 0.555
Excellent equipment 4.04 ±  0.85 4.02 ±  0.90 4.03 ±  0.83 0.902
Reputation of the hospital 4.02 ±  0.88 4.11 ±  0.81 3.96 ±  0.89 0.261
Excellent reception of the hospital 3.94 ±  0.89 3.99 ±  0.93 3.90 ±  0.87 0.450
Number of patients with epilepsy 2.10 ±  1.14 1.86 ±  0.96 2.10 ±  1.19 0.145
Benefits for medical expenses 3.50 ±  1.09 3.52 ±  1.10 3.51 ±  1.08 0.985
Ability to cope with an emergency 2.83 ±  1.22 2.86 ±  1.28 2.82 ±  1.1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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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주체가 본인이 아니라 가족과 친척이었으며, 약물 난치성 

뇌전증에서도 가족이나 친척이 병원을 결정하는 것은 환자 본인

이 결정한 것과 같은 비율을 보였다. 이것은 뇌전증의 질병의 특

성과 맞닿아 있다. 즉, 뇌전증 발작을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나 정황을 본인이 알 수가 없고, 그러므로 목

격자로서의 가족 또는 친척이 병원 선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순위는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약물 난치

성과 비난치성 뇌전증 환자에서 병원 선택의 주체에서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뇌전증의 병원 선택에서 가족과 친척이 

가장 중요한 병원 선택 주체라기보다는 가족과 친척이 병원 선

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특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

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병원 선택에 있어서 다

른 병원 또는 의원의 의료진이 병원 선택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

이다. 본 연구는 상급종합병원에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

한 조사이므로, 우리나라의 의료 전달 체계에 따라서 환자들은 

1차 또는 2차 의료기관에서 의뢰서를 발급받아서 방문해야 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치성 뇌전증 환자의 42.1%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병원 선택

에 다른 병원 또는 의료진의 추천보다 가족이나 친척 또는 본인

의 선택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다. 또한 재미있는 점은, 비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이 병원을 선택할 때 정보를 수집하는 방

법에서 방송이나 인쇄매체가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향후 뇌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홍보물 제작에서 방송 또는 인쇄 매체보다는 

인터넷 기반의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뇌전증 환자들이 병원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은 약물 난치성 뇌전증 환자와 비난치성 뇌전증 환자 사이

에 차이가 없었으나, 의료진이나 직원의 친절이나 대기 시간보

다는 행정 절차, 의료진의 전문성, 병원의 장비, 그리고 병원의 

명성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해당 병원에서 진료받는 뇌전

증 환자의 숫자나 응급상황의 대처 능력에 3점 미만의 점수를 

부여한 것, 그리고 의료진이나 직원의 친절에 대해서 중요도가 

떨어지는 점은 병원의 근본적인 존재 의의인 ‘나를 위한 치료와 

그 결과’가 중요하다는 반증이 되겠다.

본 연구에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는 지역의 상급종합

병원에서 이루어진 단면조사이므로 선택 편향을 배제할 수 없

다. 일차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들의 병원 선택 요인에 

대해서는 조사되지 않았으며 조사기간이 길지 않았다. 통상적으

로 약물 난치성 뇌전증의 유병률은 약 30%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약 28%였다. 본 상급종합병원의 뇌전증 센터에서 

추적하는 환자 중에서 약물 난치성 뇌전증의 실제 유병률은 더 

높지만, 환자 본인이 내원하지 않은 경우나 환자가 동의하지 않

은 경우, 그리고 설문지 작성에 협조가 되지 않는 인지장애나 언

어장애 환자는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리 나라의 뇌전증 환

자들의 병원 선택 요인을 분석한 첫 번째 연구로서 의미가 있으

며, 약물 난치성 뇌전증 환자의 병원 선택 요인을 보여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향후 다양한 지역에서 여러 형태의 의료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한다면 우리나라 뇌전증 환자의 의료 이용 

행태에 대한 이해와 뇌전증 진료의 현실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Notes 

Conflicts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
ported.  

Author contributions 
Conceptualization, Data curation, Formal analysis, Investigation, 
Methodology, Project administration, Visualization: All authors. 
Supervision: Kim KT. Writing–original draft: Cho YW. Writing–
review & editing: Kim KT. 

Acknowledgements

None.

References 

1. Kim KT. Saint Valentine, the saint patron of epilepsy. J Korean 
Neurol Assoc 2020;38:111-115. 

2. Ladino LD, Rizvi S, Téllez-Zenteno JF. Epilepsy through the 
ages: an artistic point of view. Epilepsy Behav 2016;57(Pt 
B):255-264. 

3. International League Against Epilepsy (ILAE). About ILAE [In-
ternet]. Flower Mound, TX: International League Against Epi-
lepsy, 2021 [updated 2021; cited 2021 Feb 28]. Available from: 
https://www.ilae.org/about-ilae. 

4. Guidelines for epidemiologic studies on epilepsy. Commission 
on epidemiology and prognosis, International League Against 
Epilepsy. Epilepsia 1993;34:592-596. 

5. Lee SY, Chung SE, Kim DW, et al. Estimating the prevalence of 
treated epilepsy using administrative health data and its validity: 
ESSENCE Study. J Clin Neurol 2016;12:434-440. 

6. Jung KY. Need to more pay social attention and support to pa-
tients with epilepsy. Epilia: Epilepsy Commun 2019;1:2-3. 

7. Byun JI, Kim DW, Kim KT, et al. Treatment of epilepsy in adults: 

www.jepilia.org

Epilia: Epilepsy Commun 2021;3(2):93-98

97

https://doi.org/10.17340/jkna.2020.2.4
https://doi.org/10.17340/jkna.2020.2.4
https://doi.org/10.1016/j.yebeh.2015.12.033
www.ilae.org/about-ilae.
https://www.ncbi.nlm.nih.gov/pubmed/8330566
https://www.ncbi.nlm.nih.gov/pubmed/8330566
https://www.ncbi.nlm.nih.gov/pubmed/8330566
https://doi.org/10.3988/jcn.2016.12.4.434
https://doi.org/10.3988/jcn.2016.12.4.434
https://doi.org/10.3988/jcn.2016.12.4.434
https://doi.org/10.35615/epilia.2019.00002
https://doi.org/10.35615/epilia.2019.00002
https://doi.org/10.1016/j.yebeh.2020.106942


expert opinion in South Korea. Epilepsy Behav 2020;105: 
106942. 

8. Lee JY, Park YH. Hospital selection factors and satisfaction, in-
tention to revisit and recommend by recognition of specialized 
hospital : based on joint specialized hospital inpatients. Korean J 
Health Serv Manag 2019;13:39-54. 

9. Lee JY, Lee SY, Cheong JO. Hospital Choice: Which Type of 
Healthcare Service Quality Matter? Korea J Hosp Manag 2017; 
22:31-45. 

10. Ha JB.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selective attributes of gen-
eral hospitals: focusing on outpatients at big 5 general hospital. 
Health Serv Manag Rev 2018;12:31-41. 

11. Kim M, Baek H, Lee SY. Trends of clinical practice for obstruc-
tive sleep apnea following the change in the National Health In-
surance coverage. J Sleep Med 2020;17:122-127. 

12. Do SY, Kim S, Kim KT, Cho YW. Clinical risk factors for sleep 
Apnea in a Korean sleep clinic. J Korean Neurol Assoc 2019; 
37:352-360. 

13. Kim EO, Jo SY. The relationship among motives for the selection 
of a hospital, satisfaction with services in a hospital and the revis-
it intension of outpatients. J Korean Clin Nurs Res 2004;10:145-
159. 

14. Kim YR, Ha HW, Sohn TY. A study on the criteria for selection 

of medical care facilities by cataract patient. Korea J Hosp Manag 
2000;5:59-77. 

15. Kim JA, Kang S. The difference of perceived importance of ser-
vice quality affecting hospital selection: comparative study be-
tween health care providers and non-health care providers. J 
Distrib Logist 2020;7:61-76. 

16. Lee IK, Par CY, Chae YM, Lee HJ, Kim DK. Comparisons of pa-
tients  ̀selection and satisfaction between corporate and univer-
sity hospitals. Health Policy Manag 1997;7:32-54. 

17. Kwan P, Arzimanoglou A, Berg AT, et al. Definition of drug resis-
tant epilepsy: consensus proposal by the ad hoc Task Force of 
the ILAE Commission on Therapeutic Strategies. Epilepsia 
2010;51:1069-1077. 

18. Kim KT, Kim DW, Yang KI, et al. Refining general principles of 
antiepileptic drug treatments for epilepsy. J Clin Neurol 2020; 
16:383-389. 

19. Lee SA, Han SH, Cho YJ, et al. Does the new Korean term for 
epilepsy reduce the stigma for Korean adults with epilepsy? Epi-
lepsy Behav 2020;102:106719. 

20. Lee SY, Jung KY, Lee IK, et al. Prevalence of treated epilepsy in 
Korea based on 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 J Korean Med Sci 
2012;27:285-290. 

www.jepilia.org

Hospital Selection Factors of Epileptics

98

https://doi.org/10.1016/j.yebeh.2020.106942
https://doi.org/10.1016/j.yebeh.2020.106942
https://doi.org/10.12811/kshsm.2019.13.2.039
https://doi.org/10.12811/kshsm.2019.13.2.039
https://doi.org/10.12811/kshsm.2019.13.2.039
https://doi.org/10.12811/kshsm.2019.13.2.039
https://doi.org/10.13078/jsm.200021
https://doi.org/10.13078/jsm.200021
https://doi.org/10.13078/jsm.200021
https://doi.org/10.17340/jkna.2019.4.3
https://doi.org/10.17340/jkna.2019.4.3
https://doi.org/10.17340/jkna.2019.4.3
https://doi.org/10.22321/jdl2020070204
https://doi.org/10.22321/jdl2020070204
https://doi.org/10.22321/jdl2020070204
https://doi.org/10.22321/jdl2020070204
https://doi.org/10.1111/j.1528-1167.2009.02397.x
https://doi.org/10.1111/j.1528-1167.2009.02397.x
https://doi.org/10.1111/j.1528-1167.2009.02397.x
https://doi.org/10.1111/j.1528-1167.2009.02397.x
https://doi.org/10.3988/jcn.2020.16.3.383
https://doi.org/10.3988/jcn.2020.16.3.383
https://doi.org/10.3988/jcn.2020.16.3.383
https://doi.org/10.1016/j.yebeh.2019.106719
https://doi.org/10.1016/j.yebeh.2019.106719
https://doi.org/10.1016/j.yebeh.2019.106719
https://doi.org/10.3346/jkms.2012.27.3.285
https://doi.org/10.3346/jkms.2012.27.3.285
https://doi.org/10.3346/jkms.2012.27.3.285


서론 

뇌전증은 전 세계 약 5천만 명이 앓고 있는 주요 신경계 질환 중

하나로, 신경계 질환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체 질환 기준으로도 

높은 비중의 질병 부담을 야기하는 질환이다.1-4 뇌전증 진단 시 

A significant proportion of patients with epilepsy suffer from seizures unresponsive to antiepileptic 
drugs. Certain clinical findings are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of drug-resistant epilepsy. How-
ever, trials of two or more antiepileptic drugs with observational periods are required before diag-
nosing a patient with drug-resistant epilepsy. Electroencephalography (EEG) is one of the most im-
portant tests for epilepsy assessment; however, a visual analysis of EEG usually does not provide evi-
dence regarding whether epilepsy is refractory. By harnessing the capability of machine learning al-
gorithms that recognize and learn patterns that are difficult to recognize by human eyes, we per-
formed a machine learning study of EEG data to predict drug-resistant epilepsy. From 2014 to 2017, 
we collected EEG data from patients diagnosed with epilepsy and used a channel-wise attention 
network, a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and a temporal convolutional network to learn the EEG 
patterns of patients with drug-resistant epilepsy. Data from 978 EEG examinations were available for 
training and testing. The best performance achieved was an accuracy of 0.660 and an area under the 
curve score of 0.634. Our models predicted drug-resistant epilepsy better than drug-sensitive epilep-
sy. This result suggests that EEG may contain information predictive of drug-resistant epilepsy; 
however, the performance of the current model was insufficient for clinical use to predict drug-resis-
tant epilepsy. Our findings warrant further investigation to identify EEG markers of drug-resistance 
and to increase model performance to a level sufficient to aid in clinical decision-making. 

Keywords: Epilepsy; Drug-resistant; Machine learning; Electroencephalography;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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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article

대개 항경련제를 일차적으로 사용하나 대략 절반 정도의 환자만 

첫 번째 항경련제로 경련 조절이 가능하며, 항경련제를 2제 사

용한다면 2/3 정도에서 경련 조절이 가능한데 여기서도 반응하

지 않는 경우 추가적 항경련제를 사용한다 해도 경련 조절에 성

공하는 비율은 약 5% 정도에 불과하다.5 따라서 상당수의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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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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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항경련제만으로 경련 조절이 어려우며 이러한 환자의 경

우 수술 등 다른 치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러 임상 소견들을 통하여 약물저항성(drug-resistant) 뇌전

증을 예측할 수 있으나, 약물저항성 뇌전증과 연관된 임상적 소

견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환자들이 반드시 약물저항성 뇌전

증이 되지는 않는다.6 가령 약물저항성 뇌전증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병리적 소견인 해마 위축(hippocampal sclerosis)의 경

우 반드시 약물 불응성이 아닐 수 있으며, 무증상인 경우도 있

다.7,8 이에 일반적으로 항경련제 투약 후 반응을 보아 2제 이상

의 항경련제 사용에도 발작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야 약물

저항성 뇌전증임을 판단할 수 있다.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 기법의 발달로 현재 점차 많은 임

상적 또는 비임상적 영역에서 머신 러닝을 활용한 컴퓨터가 인

간을 대체 또는 보완하고 있으며, 그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

다. 뇌전증의 경우 뇌파를 학습하여 발작파 또는 발작을 자동으

로 검출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9,10 약물저항성 뇌전증 연

구의 경우에도 임상 정보 및 뇌파 정보를 머신 러닝 기법들을 활

용하여 분석하고 예측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관련 연구

가 비교적 많지 않은 수준이다.11 뇌파 정보만을 가지고 연구가 

가능한 발작파 검출이나 발작 검출과 달리 약물저항성 뇌전증 

예측 연구에서는 약물저항성 뇌전증 여부를 비롯하여 학습에 각

종 임상 정보가 함께 필요하므로 이에 상대적으로 연구를 위한 

데이터를 모으기가 어렵다는 것이 한 가지 이유이다. 뇌파는 뇌

전증 진단 및 평가에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는 도구이나, 발작파

나 발작 여부와는 달리 약물저항성 뇌전증 여부는 판단이 어렵

다. 머신 러닝의 경우 사람의 눈으로 판별이 어려운 패턴을 학습

하는 특징이 있으며, 때로는 사람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는 경우

도 있다.12 그러나 순수히 뇌파 데이터만을 가지고 머신 러닝을 

통해 약물저항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다. 

또한, 약물저항성 뇌전증 예측에 기존 머신 러닝 알고리즘 외 딥

러닝(deep learning)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활용한 연

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적 정보를 제외한 

순수 뇌파 데이터만으로 약물저항성 뇌전증을 얼마나 정확하게 

감별해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1. 대상자 선정

본 연구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

서 진료를 받은 환자 중 뇌전증 진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뇌

파 데이터 및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수집하여 분석을 진행하였

다. 입원 환자의 경우 의식 저하나 전신상태에 따른 뇌파의 변화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배제하고 전신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상태에

서 촬영된 외래 뇌파만을 사용하였으며, 뇌파를 여러 번 시행한 

경우 조건을 만족하는 첫 번째 뇌파만을 학습 및 분석에 사용하

였다. 외래에서 촬영한 뇌파가 없는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종양이나 자가면역 또는 기타 뇌염에 동반된 뇌전증의 경우 기

저 질환이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배제하였으며, 추적 기간 

중 뇌전증 수술 외 뇌 수술을 받았거나 뇌졸중을 앓은 경우 역시 

예후에 영향을 미치므로 배제하였다. 뇌파 촬영 시 협조가 불량

하였던 것으로 기록된 뇌파의 경우 운동 잡파(motion artifact) 
등으로 데이터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해당 환자는 분석에

서 배제하였다. 마지막으로 뇌파 촬영 구간별 학습능력의 차이

를 비교하기 위하여 뇌파 검사 중 각성 뇌파 및 수면 뇌파 총 30
분 길이의 뇌파 검사를 시행한 환자의 뇌파 데이터를 분석에 활

용하였으며, 각성 또는 수면 뇌파만 촬영한 경우 분석에서 배제

하였다.

2. 예후 구분 

2년 이상 추적 결과를 토대로 마지막 추적에서 항경련제를 3가

지 이상 복용하거나 추적기간 내 뇌전증 수술을 시행한 환자를 

약물저항성 뇌전증(비순응군)으로 정의하였으며, 2년 이상 추적

에서 항경련제를 2가지 이내로 복용 중인 환자를 순응군으로 구

분하였다. 단, 마지막 6개월 이내 항경련제의 감량이 아닌 기타 변

경이 있는 경우는 비순응군 가능성이 있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 뇌파의 수집, 전처리 및 학습

선정기준을 통해 총 978명(순응군 581명, 비순응군 397명)의 뇌

파 데이터를 확보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Fig. 1). 뇌파별로 사

용한 전극의 수나 위치에 차이가 있어 10–20 체계 기준 19채널

(Fp1, Fp2, F3, F4, C3, C4, P3, P4, F7, F8, T7, T8, P7, P8, 

O1, O2, Fz, Cz, Pz)만을 선택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이를 

평균한 값을 바탕으로 구한 평균 참조 몽타주(average reference 
montage) 값을 구하였고, 1–50 Hz로 대역 통과 필터(band-pass 
filter) 적용 후, 10초 단위의 분절(epoch) 기준으로 전위의 진폭

(amplitude)이 ±200 μV을 초과하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분절은 

제외하였다. 수집된 뇌파 데이터는 z점수 정규화(z-score 
normalization)을 통해 스케일(scale)을 맞추었다. 총 30분 중 처음 

2초 데이터를 제외한 초기 1분, 광 자극(photic stimulation) 및 과

호흡(hyperventilation)이 끝나고 수면 유도가 시작되는 15분째부

터 중반 1분, 그리고 15분 가량 수면 유도가 된 마지막 후반 1분

의 데이터를 선별하여 총 3분의 데이터를 합쳐 분석에 사용하였

다.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선정된 978명의 

데이터를 무작위로 섞은 후 학습세트(train set) 및 평가세트(test 
set)로 분할하였다. 이 때, 순응군과 비순응군의 수가 다르므로 

학습세트 또는 평가세트에 특정 군이 편향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층화 추출법(stratified sampling)을 사용하여 원본 데이터

에서의 각 군의 비율(약 1.46:1)을 유지하며 분할하였다. 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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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 알고리즘 학습에 필요한 적절한 초매개변수(hyperparameter) 
선택 및 최종 모델 선택을 위해 5겹 교차검증(5-fold cross 
validation)을 사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층화 추출

법을 사용하였고 과적합(overfitting)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기 종료

(early stopping) 방식이 적용되었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모델을 평

가세트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모델의 평가지표로는 정확도

(accuracy), 정밀도(precision), 재현율(recall), F1-score 및 AUC 

(area under the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가 사용되

었다. 

4. 머신 러닝 모델설계 

본 연구에 사용된 알고리즘은 크게 3가지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어텐션 매커니즘(attention mechanism)이다.13 어텐

션 매커니즘은 입력 데이터에서 공간적 특징에 가중치를 주는 

공간 어텐션(spatial attention)과 시간적 특징에 가중치를 주는 

시간 어텐션(temporal attention)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개의 

다수 채널의 뇌파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증가하는 공간 복잡성

으로 인한 특징 추출(feature extraction)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약물저항성 뇌전증을 감별하는 데 핵심이 되는 채널을 모델이 

자동으로 학습하고, 해당 채널에 가중치를 줄 수 있는 공간 어텐

션 기반의 채널 어텐션(channel-wise attention)을 사용하였다.14  

두 번째는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 neural networks, CNN)

이다.15 CNN은 합성곱(convolution) 연산을 통하여 대상 데이터

로부터 다양한 특징들을 추출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특징에 가

중치를 두어 학습하는 방식으로 동작되는 대표적인 딥러닝 알고

리즘 중 하나이다.15,16 CNN 기반의 알고리즘들은 이미지 처리 

및 분류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였으며, 최근에는 생체신호처리 

분야에서도 활용되어 별도의 복잡한 전처리 과정 없이 원시신호

(raw signal)로부터 자동으로 핵심적인 특징들을 추출할 수 있다

는 것이 입증되었다.17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19채널의 뇌파

로부터 약물저항성 뇌전증을 감별하기 위한 특징들을 추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면서 분류작업에 준수한 성

능을 보인 CNN 기반의 알고리즘 중 하나인 VGGNet 기반의 구

조를 채택하였다.18 

세 번째는 시간적 합성곱 신경망(temporal convolutional 
network, TCN) 이다. TCN은 CNN 기반의 순차 모델링 알고리

즘 중 하나로 대표적인 순차 모델링 알고리즘인 재귀 신경망

(recurrent neural network)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19 또한, 

TCN은 뇌파 기반의 병리학적 진단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였

다.20-22 TCN의 핵심적인 특징으로는 dilated convolution, causal 
convolution, residual connection이 있다. Dilated convolution은 

기존의 합성곱 연산이 연속된 데이터에 대해서만 합성곱이 가능

한 것과는 다르게 dilation factor를 설정하여 일정한 크기만큼 떨

어져 있는 데이터에 대하여 합성곱 연산을 수행한다(Fig. 2). 이 

때, dilated convolution을 수행하는 영역의 크기를 receptive 

filed라고 한다. Dilated convolution은 기존의 합성곱에 비해 연

산량의 증가 없이 receptive filed로부터 효과적으로 희소한 정보

(sparse data)를 추출할 수 있다. Causal convolution은 입력 데이

터에서 시간에 따른 인과성(causality)을 고려하여 합성곱 연산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뇌파 데이터의 경우 시계열 데이

터이므로 causal convolution을 이용하여 순차 모델링이 가능하

다. 일반적으로 dilated convolution과 causal convolution이 결합

된 형태인 dilated causal convolution이 사용된다.23 Residual 
connection은 모델의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다수의 활성화 함

수(activation function)을 거치며 원본 데이터의 정보가 과도하

게 변형되고 학습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성화 

함수의 출력 값과 합성곱 이전의 입력 값을 더해준다. 따라서, 

residual connection은 이미 계산된 특징들의 정보는 유지하고 

Epilepsy patients with routine EEG 
during 2014–2017 (n = 1,579)

In-hospital EEG evaluation  
only (n = 297)

Diagnosed with cancer or 
encephalitis (n = 208)

Underwent surgery or stroke 
attack (n = 27)

Sleep or walking EEG evaluation 
only (n = 132)

Outpatient-based EEG evaluation 
(n = 1,282)

Patient without notable brain 
insult during follow-up (n = 1,047)

Good outcome  
(n = 518)

Poor outcome  
(n = 397)

Patients remained for analysis  
(n = 915)

Fig. 1. Flowchart detailing the inclusion and exclusion criteria and 
numbers of the study population. EEG, electroencephalography. Fig. 2. Examples of dilated convolution with a kernel size of 2.

Dilation = 1 Dilation = 2 Dilation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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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특징들만을 효율적으로 추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TCN은 기존 dilated convolution에 residual connection을 추가

한 모델로 전체적인 구조는 Fig. 3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어텐션 메커니즘, CNN, TCN을 

모두 결합하여 모델을 설계하였고, 구조는 Fig. 4와 같다. 입력 

데이터로 사용한 3개의 1분 길이를 가지는 19채널 뇌파 데이터

로부터 채널 어텐션을 통하여 중요한 채널의 가중치를 증가시킨 

후, CNN을 통해 공간적 특징들이 추출된다. 이 때, 본 연구에서 

사용한 CNN 모델의 구조는 Fig. 5와 같다. 총 5개의 합성곱 모

듈(convolution module)을 두었고, 각 모듈은 합성곱, 배치 정규

화(batch normalization), 최대 풀링(max-pooling) 층(layer)으로 

구성된다. 합성곱층(convolution layer)에서는 각 모듈에 따라 

64, 128, 256, 512개의 필터(filter)를 사용하였고, 각 필터의 크

기는 3으로 고정하였다. 합성곱층 이후에는 학습 속도를 개선하

고 과적합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력 값들의 분포를 정규화

하는 배치 정규화층(batch normalization layer)24과 여러 특징 중 

가장 큰 값을 가지는 특징 n개(본 연구에서는 n =  3)를 출력하

는 최대 풀링층을 추가하였다. 이후 TCN을 사용하여 CNN으

로부터 추출된 공간적 특징들의 시간적 인과관계를 모델링하고, 

이로부터 계산된 시공간적 특징들로부터 전역 평균 풀링(global 
average pooling)과 전역 최대 풀링(global max pooling)을 사용

하여 특징들의 평균값과 최대값을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약물저

항성 뇌전증을 분류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TCN에서는 

receptive filed의 크기를 4, 8, 16, 32로 변화시키며 결과를 비교

하였다. 

결과 

분석에 활용된 978명의 평균 연령은 43세(표준편차 16)였고, 남

성은 511명, 여성은 467명이었다. 평균 2.3개(표준편차 1.2)의 

항경련제를 복용하였으며, 순응군은 581명, 비순응군 397명이

었다. 

머신 러닝에서 CNN을 기본으로 활용하였으며, 어텐션 메커

니즘과 TCN을 추가함에 따른 성능 향상을 검증하고자 최종 평

가 모델을 CNN만 사용한 경우, CNN에 어텐션 메커니즘을 추

가한 경우, CNN에 어텐션 메커니즘 및 TCN을 추가한 경우로 

나누어 머신 러닝을 수행하였다. 이를 평가세트에 적용한 성적

은 Table 1과 같다. Table 1에서 precision, recall, F1 score의 값

은 비순응군을 기준으로 계산되었다. CNN만을 사용하였을 때

보다 어텐션 메커니즘이 추가되었을 때 전체 정확도는 동일하였

으나 약물저항성 뇌전증의 감지 정확도가 향상되었으며, 어텐션 

메커니즘과 TCN을 모두 추가하였을 때 전반적인 정확도가 더

욱 향상되었다. 특히 receptive filed를 8로 하였을 때 약물저항성 

뇌전증의 감지 정확도가 가장 높았다(Table 1, Fig. 6). 

Output

dilation = 4

Hidden

delation = 2

Hidden

dilation = 1

Input

Residual
connection

Receptive filed = 8

Dilated causal convolation
Fig. 3. Structure of the temporal convolution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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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1 min Middle 1 min Last 1 min

EEG 19 channels EEG 19 channels EEG 19 channels

Attention Attention Attention

CNN 1 CNN 2 CNN 2

TCN 1 TCN 2 TCN 2

GAP GAP GAPGMP GMP

Concatenate

Dense

Sensitive Refractory

GMP

Fig. 4. Structure of the model used in this study (Attention + CNN 
+ TCN).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VGGNet); TCN, 
temporal convolutional network; GAP, global average pooling; GMP, 
global max pooling.

Fig. 5.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structure in this study (VGGNet-based).

이는 CNN에서 추출된 특징들이 최대 풀링층으로 인해 35개

의 데이터 포인트를 함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약 10초에 해당

하는 길이에 해당하는데, 이는 10초 단위로 시간적 특징을 추출

하였을 때 정확도가 가장 높았음을 의미한다. Fig. 7은 성능이 

가장 우수했던 receptive filed를 8로 설정한 모델에 대하여 혼동

행렬(confusion matrix)을 계산한 결과이다. 순응군을 비순응군

으로 오분류한 경우가 비순응군을 순응군으로 잘못 분류한 경우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추가적인 분석으로 receptive filed를 8로 설정한 모델에 대하

여 항경련제 투여 개수에 따른 정확도를 분석하였으며 이는  

Table 2와 같다. 비순응군이 전반적으로 순응군에 비하여 분류 

정확도가 높았으며, 순응군 중 항경련제 2회 복용 데이터의 경

우 낮은 정확도를 보였다. 

고찰

연구 결과 머신 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뇌파 데이터를 학습할 경

Convolution
module 3

Max pooling (3)

Batch Normalization

1D conv (256, 3)

Batch Normalization

1D conv (256, 3)

Batch Normalization

1D conv (256, 3)

Max pooling (3)

Batch Normalization

1D conv (512, 3)

Batch Normalization

1D conv (512, 3)

Batch Normalization

1D conv (512, 3)

Max pooling (3)

Batch Normalization

1D conv (512, 3)

Batch Normalization

1D conv (512, 3)

Batch Normalization

1D conv (512, 3)

Max pooling (3)

Batch Normalization

1D conv (128, 3)

Batch Normalization

1D conv (128, 3)

Max pooling (3)

Batch Normalization

1D conv (64, 3)

Batch Normalization

1D conv (64, 3)

Input

Output

Convolution
module 2

Convolution
module 5

Convolution
module 4

Convolution
modu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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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수준은 아니어서 뇌파 데이터만으로 약물저항성 뇌전증 여

부를 판별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순 CNN보다는 

어텐션 및 TCN과 결합한 모델이 성능이 좋았으며, 본 연구에 

사용한 모델 기준으로 볼 때 순응군보다는 비순응군에서 약물저

항성 여부를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뇌파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식으로는 실제 사람이 보는 뇌파 

데이터 원본 그대로 이미지를 학습하는 방식, 또는 시계열 학습

을 하는 방식 및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방식인 푸리에 변환

(Fourier transform)을 통한 스펙트럼 데이터 등 기타 전처리 기

법을 활용하여 얻은 2차적인 정보를 학습하는 방식 등이 있다. 

후자의 방식이 기존의 뇌파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어 왔으며, 머

신 러닝 역시 전통적인 모델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

처리 등을 통해 특징 추출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CNN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딥러닝 모델들이 개발되어 모델 내 

특징 추출 방식부터 학습이 가능하므로 뇌파 데이터 역시 이러

한 변환 없이 원본 데이터 그대로 학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지 않던 CNN 기

반의 딥러닝 모델로 기본적인 전처리만 한 뇌파데이터의 원시신

호 자체를 학습하여 결과를 얻어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뇌파 

데이터 내 학습이 가능한 약물저항성 연관 패턴이 존재할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머신 러닝 알고리즘의 한계로 어떤 패

턴을 어떻게 학습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며, 또한 약물저

항성 뇌전증 환자의 경우 뇌파 촬영 시점에 발작파 및 서파 등이 

더 많이 검출되어 뇌파 학습 데이터에도 더 많이 반영되었을 것

이므로 단순히 발작 및 뇌기능 저하와 관련된 패턴을 학습한 결

과인지 약물저항성 뇌전증에 특징적인 뇌파를 학습한 것인지는 

확실히 구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Table 1. Comparison of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models
Model Accuracy Precision Recall F1 score AUC
CNN 0.64966 0.468694 0.702148 0.55517 0.560168
Attention + CNN 0.64966 0.550797 0.684248 0.592735 0.607563
Attention + CNN + TCN (Receptive 4) 0.659864 0.504696 0.743193 0.595615 0.597142
Attention + CNN + TCN (Receptive 8) 0.659864 0.526901 0.813593 0.633798 0.634957
Attention + CNN + TCN (Receptive 16) 0.670068 0.530994 0.774085 0.626646 0.633949
Attention + CNN + TCN (Receptive 32) 0.642857 0.499059 0.821699 0.614814 0.602016

AUC, area under the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VGGNet); TCN, temporal convolution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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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ROC) curve and areas under 
the ROC curve (AUCs) for each model.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VGGNet); Att, Attention; TCN, temporal convolutional 
network.

Fig. 7. Confusion matrix of the CNN + Attention + TCN (Receptive 
field: 8) model.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VGGNet); 
TCN, temporal convolutional network.

Table 2. Accuracy according to the number of antiepileptic drugs (Recep-
tive filed 8)

Sensitive group Refractory group
No. of antiepileptic drugs 1 2 3 4 5 6
No. of samples in test set 91 84 75 28 13 3
No. of correct prediction 51 40 55 22 10 2
Accuracy (%) 56.04 47.62 73.33 78.57 76.92 66.67

우, 약물저항성 뇌전증 여부에 대해 일정 정도 수준에서 구분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예측의 정확도는 실제로 임상에 적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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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항경련제 투여 개수별 정확도는 항경련제 투여 

개수가 2개인 경우에 가장 떨어졌으며, 3개 이후 뚜렷하게 증가

하였다가 6개 이상에서 다시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항

경련제를 2개 복용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 발작이 완전히 조절되

지 않는 상태이나 약을 더 늘리지 않고 경과를 보고 있는 환자들

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 비순응군이 순응군으로 분류되어 학습 

정확도 및 예측 정확도를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있다. 6개 이상

에서 다시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6개 이상 약물을 복용

한 환자의 수가 5명뿐이었기 때문에 정확도의 유의미한 감소라 

볼 수는 없으며 3개에서 5개 사이에서 정확도가 비슷한 수준으

로 유지되었으므로 6개 이상에서도 실제로는 이 정도 정확도를 

보일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순응군이 비순응군

에 비해 예측 정확도가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앞서 기술한 바

와 같이 비순응군에서 발작파 및 서파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겠으나, 순응군에서도 뇌파에 따라서는 발작파 및 서파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비순응군 여

부를 예측하는 패턴으로 활용되었다면 순응군의 예측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항경련제

를 2제 복용하는 경우 비순응군이 포함되어 있어 학습 시 순응

군 여부를 구분하는 패턴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

성이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어 해석에 고려가 필요하

다. 첫째, 본 연구는 약물을 복용하기 전 얻은 뇌파 데이터를 바

탕으로 학습을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뇌파 촬영 당시 대부분의 

환자들이 한 개 이상의 뇌전증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 뇌신경

의 활동을 조절하는 것이 항경련제의 주요 역할이나, 기존 연구

들에서 뇌전증 약을 포함한 다양한 약물들이 뇌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알려져 있어 이러한 부분들이 학습의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데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약물 복용 

전 시행한 뇌파를 학습하여 머신 러닝의 성능에 대한 추가 연구

가 필요하며, 이러한 본 연구의 한계점이 성능에 영향을 주었다

면 실제 머신 러닝을 통한 예측 능력은 본 연구에 비해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후향적 뇌파 데이터를 모

아 진행한 연구로 의무기록지 상에 등록된 뇌전증의 진단 환자

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진단의 정확도나 임상적 세부 구분 

및 학습을 저해시킬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는 데이터에 대한 분

류 및 배제가 되지 않아 이러한 부분들이 모델 학습의 성능에 영

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뇌파 데이터를 뇌파 촬영 시

작, 중간 및 마지막 부분을 얻고 초기 및 광 자극 및 과호흡 후, 

수면 유도가 된 상태의 세 부분을 얻어 다양한 정보를 넣어 학습

의 성능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유발 자극이 끝난 시간이나 수면 

유도 정도 등이 환자별로 달라 자극 유발에 대한 효과가 뇌파에 

반영된 정도 및 수면 단계 등이 환자별로 다르다는 문제가 있었

다. 셋째, 본 연구는 뇌파 데이터 모양 그대로를 CNN을 기반으

로 한 모델을 통해 학습시킨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기

존 뇌파 연구에 많이 사용하는 주파수 스펙트럼을 활용한 학습 

및 딥러닝의 방식이 아닌 전통적인 머신 러닝 기법들을 통한 분

석을 같이 하지 않아 이러한 방식의 머신 러닝의 성능과 비교하

여 우수한 모델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체계적인 비교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 또한, 뇌파 데이터 모양 그대로를 학습시키고자 했기 때문에 

푸리에 변환 등을 통해 뇌파 데이터를 주파수 스펙트럼으로 변

환하는 것 외에도 여러 방식의 뇌파 데이터 전처리 방식 역시 본 

연구 모델에는 적용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았으

므로 추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약물저항성 뇌전증과 관련된 패턴이 뇌파 데

이터 내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모델

의 한계이거나 또는 뇌파가 포함하는 정보의 한계로 뇌파 데이

터만을 가지고 약물저항성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어려움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머신 러닝을 포함한 인공지능의 발전이 진료의 영

역에서도 부분적으로는 의사의 역할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으나 

주로는 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이상의 역할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단편적인 데이터의 집합을 특정 모델로 

학습하는 방식을 넘어서는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보

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성능을 보이기 위해서도 아직 개선해

야 할 부분이 많을 것이다. 본 연구가 다양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데이터와 더욱 개선된 데이터 전

처리 및 학습 모델의 도입을 통한 추가적인 연구들을 진행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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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Status epilepticus (SE) is a serious neurological disease charac-
terized by persistent seizures that do not stop on their own. It has 
a relatively high incidence rate1 and a mortality rate of more than 
20%.2,3 The underlying pathophysiological changes in persistent 
seizures are known to be an imbalance in the levels of the inhibi-
tory neurotransmitter gamma-aminobutyric acid (GABA) and 
the excitatory neurotransmitter glutamate.4,5 If seizures persist 
despite the use of second-line antiepileptic drugs (AEDs), refrac-
tory SE (RSE) is diagnosed. Intensive treatment and anesthetic 
drug use can be considered depending on the type of seizures.6,7 
As seizures persist, postsynaptic GABA receptors can internalize 
into the cytoplasm and alter the homeostasis of chloride, dimin-
ishing the effect of GABAergic drugs.8 At this point in time, glu-
tamate as an excitatory neurotransmitter plays an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seizures through alpha amino-3-hydroxy-5-meth-

Epilepsia partialis continua (EPC), defined as a syndrome of continuous focal motor seizures, is a 
rare form of status epilepticus. EPC is a difficult-to-treat condition that tends to be refractory. Per-
ampanel (PER) is the most recently approved antiepileptic drug for focal and generalized epilepsy 
and has a distinct and selective mode of action on alpha-amino-3-hydroxy-5-methyl-4-isoxazolepro-
pionic acid receptors. There are also anecdotal reports on its use in status epilepticus. Herein, we 
present a case where PER was the last antiepileptic drug introduced for the treatment of EPC before 
its termination 48 hours later. PER might be a safe choice that can be considered as an additional 
option for patients with E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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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port

yl-4- isoxazolepropionic acid (AMPA) receptors. Perampanel 
(PER) is a new anticonvulsant drug that acts as a noncompeti-
tive antagonist of AMPA receptors. The effect of PER on various 
types of SE has been reported in several cases. Previously, we 
have confirmed that PER exerts a seizure-controlling effect in SE 
without causing any harmful reactions.9-12 Here, we present a 
case wherein recovery was achieved after the introduction of 
PER in a patient with epilepsia partialis continua (EPC) after 
generalized tonic-clonic SE. 

Case 

A 52-year-old man presented to the emergency room (ER) with 
repeated seizures. At the age of 13 years, he was diagnosed with 
epilepsy. He was prescribed valproic acid (600 mg), carbamaze-
pine (600 mg), phenytoin (300 mg), and diazepam (6 mg) at 
another clinic. His drug compliance was good, but he had 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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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tent seizures. His caregiver found that he had lost conscious-
ness on the day of his visit. On the way to the ER, he experienced 
generalized tonic-clonic seizures several times. Upon arrival to 
the ER, lorazepam (7 mg) was administered intravenously. The 
initial plasma level of carbamazepine was 6.7 μg/mL, that of val-
proic acid was 65.99 μg/mL, and that of phenytoin was 11.84 
μg/mL. His consciousness did not recover from stupor; however, 
there were no seizures with motor symptoms. Brain magnetic 
resonance imaging performed in the ER showed no acute or new 
lesions. There were no abnormal lab findings that were thought 
to be the cause of epilepsy. On the next day, electroencephalog-
raphy (EEG) showed sustained and periodic epileptiform dis-
charges in the left temporal lobe (Fig. 1). After EEG, 40 mg/kg 
of levetiracetam was injected as a loading dose and 2,000 mg/day 
was chosen as a maintenance dose. After the loading dose of lora-
zepam and levetiracetam, there were no seizures and EEG 
showed improvement (Fig. 2). On the third day of treatment, his 
consciousness gradually recovered and the patient spontaneous-
ly opened his eyes. On the fourth day, he improved to the level of 
speaking single word. Dietary intake became possible on the sev-
enth day of treatment. On the eighth day of treatment, seizures 
reappeared despite the injections of levetiracetam, valproic acid, 
and fosphenytoin with maintained doses. On the next day, EEG 
findings (Fig. 3) showed periodic epileptiform discharges, simi-
lar to the initial EEG. Repeated seizures occurred dozens of times 

a day, with the patient’s eyeballs and head turning right. At that 
time, his consciousness was drowsy, but simple communication 
was possible. This condition was recognized as EPC. Consider-
ing the deteriorating EEG findings, a decision was made to add a 
load-capacity treatment of an AED that could be used orally 
rather than using general anesthesia with intensive treatment. We 
decided to use PER in light of the mechanism of action of this 
drug. First, 6 mg of PER was loaded and the other AEDs in use 
remained the same. The dose was increased by 2 mg per day 
while observing the patient’s progress. After a day of using PER, 
a gradual decrease in the number of seizures was noted, and 
symptoms disappeared completely on the third day of treatment. 
There were no adverse effects of the drug. On the sixth day of 
treatment, the EEG findings normalized (Fig. 4) and there were 
no episodes of seizures. EEG findings were also normal at the 
time of the patient’s discharge from the hospital. 

Conclusion 

PER is a first-in-class selective AMPA receptor antagonist that 
has been licensed and marketed as an AED indicated for patients 
with partial-onset and primary generalized tonic-clonic sei-
zures.13 Animal studies confirming the pathophysiology of SE 
have shown that the delivery of glutamate associated with AMPA 
receptors is enhanced in sustained states of established SE. This 

Fig. 1. Initial electroencephalography in the emergency room showed continuous quasiperiodic sharp and waves on the left temporofront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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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 provides an explanation for why the therapeutic effect of 
GABAergic drugs is reduced at this period.14 An experimental 
study has confirmed the effect of PER on established SE with 
high resistance to GABAergic drugs. PER has also been proven 
to have an effect on the termination of diazepam-resistant SE in a 

lithium-pilocarpine rat model.15 In addition, synergistic effects 
were observed when PER was co-administered with diazepam in 
the same model.16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animal studies, the use of PER has 
been attempted in SE of various causes and types, and therapeu-

Fig. 2. Decreased quasiperiodic discharges after infusion of lorazepam and levetiracetam loading dose.

Fig. 3. Electroencephalography (EEG)showed aggravation of same as initial EEG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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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mproved electroencephalography state after taking perampanel loading dose.

tic responses have been reported.9-12 In 2013, Rösche et al.9 re-
ported the case of an 81-year-old woman who had been taking 
levetiracetam and valproic acid for poststroke epilepsy and re-
ceived PER as an add-on treatment for focal SE. Rohracher et 
al.11 reported that 12 patients in the neurological intensive care 
unit received PER for RSE and super-RSE between September 
2012 and November 2014. The initial dose was 4 mg. There was 
one case of clinical improvement within 24 hours after PER ad-
ministration and one case of improvement within 48 hours. The 
response rate was not high due to the difficulty of anticipating 
clinical improvement. However, PER was evaluated as a relative-
ly safe drug because no harmful reaction was observed.10 A case 
series also described the application of PER in nine patients with 
RSE who had nonconvulsive SE (NCSE). Most of these patients 
used 6 mg of PER as the initial loading dose. It was found to be 
effective except in two patients.11 In 2016, the same authors pub-
lished a report of successful treatment of focal SE in patients with 
Rasmussen encephalitis using PER.9 In this case, PER was safe 
and had a long-lasting effect.12 

Termination of SE is clinically defined as the end of seizure 
symptoms accompanied by motor activity in EPC and as recov-
ery to basal consciousness or the resolution of previously docu-
mented EEG abnormalities in NCSE. Thus, different criteria ex-
ist for judging termination according to the form of SE. Since pa-
tients with RSE are treated with many AEDs at the same time, 
specific criteria are needed to decide which drug has terminated 

the SE, but each study has used slightly different criteria for this 
purpose. 

In a study where topiramate was administered to patients with 
RSE, a successful response was defined as a clinical and EEG im-
provement obtained within 96 hours after topiramate administra-
tion without any changes in other drugs used. A possible response 
was defined as improvement in cases where there were changes in 
other drugs besides topiramate during the same period.17 

In the case described herein, the patient presented with SE ac-
companied by generalized tonic-clonic seizures, and the seizure 
symptoms disappeared after the lorazepam loading dose. Subse-
quently, the seizures became worse in the stage of recovering 
consciousness. There arose repeated motor seizures, which were 
diagnosed as EPC. At that point, we decided to use PER. Since 
EPC terminated within 48 hours after PER administration with-
out changes in the dosage of other drugs, it would be appropriate 
to consider PER as the specific drug responsible for terminating 
EPC. Thus, in patients receiving AEDs for EPC, PER may be 
considered as an additional selective drug with a safe profile.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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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다. 연구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 헬싱키선언에 입각하여 

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사람 또는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

를 포함한 모든 연구는 연구기관의 임상시험 윤리위원회(In-

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험

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

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를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연

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이해 충돌(Conflict of interest)

저자는 원고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정지원이나 논문에 

대한 이해 관계에 충돌이 있는지 여부를 모두 논문에 밝혀야 

한다.

4. 저작권 이양(Copyright transfer)

저자는 “에필리아: 뇌전증과 사회”에 게재 허가를 받으면, 향

후 이 논문과 관련된 저작권이 대한임상뇌전증연구학회로 이

전됨을 인지하여야 한다. 저자는 대한임상뇌전증연구학회의 

저작권 동의 없이는 원고, 표, 그림 또는 사진을 포함한 모든 

자료의 중복 사용을 할 수 없다.

모든 저자는 투고 전 저작권, 이해갈등, 연구윤리 규정 준수

(Copyright transfer agreement, Conflict of interest, 

Ethical statement) 내용에 동의 후 ‘저자동의서’에 서명하여

야 한다. 저자동의서는 “에필리아: 뇌전증과 사회” 저널 홈페

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원고의 내용 및 형식(Manuscript Preparation)

원고는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 양식(Uni-

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

medical Journals. Ann Intern Med 1997;126:36-47)’에 

맞춰서 준비해야 한다. 원고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원고는 윈도우 기반의 마이크로소프트워드(“.doc” 또는 

“.docx” 파일 포맷)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A4 편집

용지(210×297 mm)에 상하좌우 최소 2.5 cm의 여백을 두

고, 본문의 글씨 크기는 10폰트(국문) 또는 12폰트(영문)로 하

고, 줄 간격은 두 줄 간격으로 한다.

1. 원고의 성격과 종류(General style)

뇌전증과 관련된 독창성 있는 모든 임상적 혹은 실험적 논문을 

수록한다. 원고의 종류는 원저, 종설, 증례보고, 특집, 편집인

에게 보내는 글 등으로 한다.

1) 원저(Original article)

원저는 뇌전증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보고한다. 원저는 다음의 

형식으로 원고를 준비한다.

(1) Title page: 제목, 저자명 및 소속, 교신저자 정보를 명시

한다.

(2) Main body (저자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목(Title), 초

록(Abstract), 서론(Introduction), 방법(Methods), 결과

(Results), 고찰(Discussion), 감사의 글(Acknowledg-

ment), 이해 충돌(Conflict of interest), 저자 기여도(Au-

thor contributions), 참고문헌(References)의 순서로 작

성한다.

(3) Table and Figure: 표와 설명, 그림 또는 사진과 설명 순

서로 원고를 준비한다

초록은 250 단어 이내, 참고문헌은 45개 이내, Key Words는 

6개 이내로 제한한다.

2) 종설(Review) 또는 특집(Special report)

종설 또는 특집은 뇌전증과 관련된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춘 

고찰이다. 특집은 뇌전증에 초점을맞춘 기고나 지침으로 편집

대한임상뇌전증연구학회의 공식 학술지인 “에필리아: 뇌전증과 사회”는 국제 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가 정한 ‘저자 자격 지침’을 

따른다. 학술지의 영문명은 “Epilia: Epilepsy and Community”이며, 영문 약칭은 “Epilia”다.

Instructions to authors
투고규정

i

www.jepilia.org



위원회에서 위촉하여 심사 후 게재한다. 종설 또는 특집은 다

음의 형식으로 원고를 준비한다.

(1) Title page: 제목, 저자명 및 소속, 교신저자 정보를 명시

한다.

(2) Main body (저자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목(Title), 초

록(Abstract), 서론(Introduction), 본론(Main text), 결론

(Conclusions), 감사의 글(Acknowledgment), 이해 충돌 

(Conflict of interest), 저자 기여도(Author contribu-

tions), 참고문헌(References) 의 순서로 작성한다.

(3) Table and Figure: 표 또는 사진과 설명, 그림과 설명 순

서로 원고를 준비한다

초록은 250 단어 이내, 참고문헌은 60개 이내, Key Words는 

6개 이내로 제한한다.

3) 증례보고(Case report)

뇌전증과 관련된 새로운 증상, 진단, 치료 등과 관련된 증례를 

보고한다. 증례는 장황하지 않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 초점

을 맞추어 기술한다. 증례보고는 다음의 형식으로 원고를 준비

한다.

(1) Title page: 제목, 저자명 및 소속, 교신저자 정보를 명시

한다.

(2) Main body (저자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목(Title), 초

록(Abstract), 서론(Introduction), 증례(Case), 결론

(Conclusions), 감사의 글(Acknowledgment), 이해 충돌

(Conflict of interest), 저자 기여도(Author contribu-

tions), 참고문헌(References)

(3) Table and Figure: 표 또는 사진과 설명, 그림과 설명 순

서로 원고를 준비한다.

초록은 150 단어 이내, 참고문헌은 10개 이내, Keywords는 

3개 이내, 표와 그림의 수는 합하여 3개 이내로 제한한다

4) 편집인에게 보내는 글(Letter to the editor)

최근 1년간 “에필리아: 뇌전증과 사회”에 출판된 특정 논문에 

대한 건설적인 비평 또는 의견을 서술할 수 있다. 이 글은 편집

인에 의해 게재여부가 결정된다. 형식은 다음과 같다.

(1) Title page: 제목, 저자 및 저자 정보와, 교신저자 정보를 

명시한다.

(2) Main body (저자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목(Title), 본

론(Main text), 감사의 글(Acknowledgment), 이해 충돌 

(Conflict of interest), 저자 기여도(Author contribu-

tions), 참고문헌(References)

(3) Table and Figure: 표 또는 사진과 설명, 그림과 설명 순

서로 원고를 준비한다

본문 단어 수는 750 단어 이내, 참고문헌은 5개 이내, 표와 그

림의 수는 합하여 1개 이내로 제한한다.

2. 원고의 내용(Manuscript)

1) 표지(Title page)

표지에는 논문의 국문 제목, 저자명 및 소속을 기재하며, 영문

으로 동일한 내용을 위의 순서에 의거하여 기재한다. 영문 성

명은 약어를 쓰지 않는다. 저자들의 소속은 오른쪽 어깨 번호

로 소속과 저자명을 일치시킨다.

제목은 논문의 목적을 간결하게 표현해야 하며, 연구 방법이 

중요한 경우 부제목을 설정할 수 있다.

표지 하단에 교신저자(Address for correspondence)의 이름, 

소속,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메일 주소를 영문으로 기

록한다.

2) 본문(Main body)

본문에는 저자의 소속, 성명 등은 일체 포함하지 않는다.

(1) 초록(Abstract)

초록은 영문으로 작성한다. 원저의 경우 목적(Objectives), 방

법(Methods), 결과(Results), 결론(Conclusions)의 순서로 

문단을 나눈다. 종설, 특집, 증례보고는 구분 없이 한 문단으로 

작성한다. 편집인에게 보내는 글은 초록을 포함하지 않는다. 

특집은 내용에 따라서 초록을 생략할 수 있다. 초록에서는 참

고문헌을 인용할 수 없다.

영문 초록 하단에는 Keywords를 기재하며 영문으로 Index 

Medicus의 주제색인(MeSH-Medical Subject Headlines)

에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서론(Introduction)

연구의 목적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제시하며 배경에 관한 기술

은 목적과 연관이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3) 방법(Methods)

연구의 계획, 대상과 방법을 순서대로 기술한다. 환자의 진단

을 어떻게 확인하였는지,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였는지를 상세

히 기록한다. 실험 방법이 주안점인 경우 재현 가능하도록 구

체적으로 기술한다. 기계 및 약품의 경우 괄호 안에 제조 회사, 

도시 및 국적을 기입한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연구기

관의 임상시험 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 및 동의서 취득 여부에 대한 윤리서약(ethical 

statements)을 명시해야 한다.

www.jepil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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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Results)

연구 결과를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나열하고, 실측치에 변동이 

많은 생물학적 계측에서는 통계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표를 사

용할 경우 본문에 표의 내용을 중복 기술할 필요는 없으며, 다

만 중요한 경향과 요점은 간략히 기술한다.

(5) 고찰(Discussion)

연구 결과에 대해 다른 연관 자료와 비교 분석하면서 고찰한

다. 연구 결과의 내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결론과 연구의 

목적을 연관시킨다. 새롭고 중요한 관찰을 강조하며, 결과의 

내용을 중복 기술하지 않는다. 관찰한 소견의 의미 및 한계점

을 기술한다.

(6) 감사의 글(Acknowledgment)

본 연구에 기여하였으나 공동저자로의 기준에 맞지 않은 사람

에 대한 감사의 글을 넣을 수 있다. 연구 기여자의 구체적인 역

할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여야 하며(예를 들면, 자료 수집, 재정

적 보조, 통계 처리, 실험 분석 등), 저자는 당사자에게 감사의 

글에 이름을 기재한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사전에 동의를 받아

야 한다. 해당 내용이 없으면 ‘없음’으로 적는다.

(7) 이해 충돌(Conflict of interest)

저자는 원고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정 지원이나 논문에 

대한 이해 관계에 충돌이 있다면 이를 명시한다. 해당 내용이 

없으면 ‘없음’으로 적는다.

(8) 저자 기여도(Author contributions)

각 저자들이 본 연구에 기여한 바를 명시하며 영문으로 기술한

다. 저자의 기여 항목별로 핵심적인 기여를 한 저자의 영문 이

니셜을 명시한다. 저자의 기여 항목 예시는 다음과 같다: 

Conceptualization, Data curation, Formal analysis, 

Funding acquisition, Investigation, Methodology, Proj-

ect administration, Resources, Software, Supervision, 

Validation, Visualization, Writing–original draft, and 

Writing–review & editing.

(9) 참고문헌(References)

참고문헌은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 양식’의 

밴쿠버 표기 양식(Vancouver style)을 따라야 한다.

- 국내 문헌을 포함한 모든 문헌은 영문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인용한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 번

호와 함께 기록하고 본문에는 어깨번호를 붙여야 한다.

- 한 곳의 인용할 참고문헌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빈 여백 없

이 콤마(,)로 문헌번호를 구분하고, 3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

이픈(-)을 사용한다(예: 3-5 또는 3-5,7).

- 6인 이하 저자인 경우는 전원을 기록하며, 7인 이상인 경우

는 최초 3인 후에 “et al.”로 끝맺는다.

- 학술지명의 표기는 Index Medicus의 공인 약어를 사용하

고, 이탤릭체를 사용한다.

- 출판하지 않은 자료는 참고문헌에 기술할 수 없으며, 부득이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 본문에 괄호하고 “(홍길동, 개인적 의

견 교환)” 혹은 “(홍길동, 미출간 데이터)”와 같이 기술한다.

- 출판 중(in press)인 논문을 인용할 경우, 게재가 확정된 논

문이어야 하며, 출판 예정인 저널 또는 단행본의 이름을 기

술한다.

다음의 예제를 참고한다.

<정기 학술지의 논문>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연도;권수:면수.

예 1: Lee KS, Choi IS. A clinical study of brain tuberculo-

mas based upon 20 case records. J Korean Neurol 

Assoc 1985;3:241-253.

예 2: Landrigan CP, Rothschild JM, Cronin JW, et al. Ef-

fect of reducing interns’ work hours on serious 

medical errors in intensive care units. N Engl J Med 

2004;351:1838-1848.

예 3: Currie LJ, Harrison HB, Trugman JM, Bennett JP, 

Wooten GF. Early morning dystonia in Parkinson’s 

disease. Neurology 1998;51:283-285.

예 4: Shen HM, Zhang QF. Risk assessment of nickel car-

cinogenicity and occupational lung cancer. Envi-

ron Health Perspect 1994;102 Suppl 1:275-282.

<단행본>

저자명. 도서명. 발행판수. 발행지: 발행사, 연도;면수.

예: Wyllie E. The treatmemt of epilepsy. 2nd ed. Balti-

more: Williams & Wilkins, 1997;97-98.

<단행본 내의 chapter>

저자명. Chapter 제목. In: 편집자명. 도서명. 발행판수. 발행

지: 발행사, 연도;면수.

예: Calne CB, Duvoision RFC, McGeer E. Speculation on 

the etiology of Parkinson’s disease. In: Hassler RG, 

Christ JF. Advances in neurology. 2nd ed. Vol. 40. 

New York: Raven Press, 1984;35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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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매체 자료>

예: Morse SS. Factors in the emergence of infectious dis-

eases. Emerg Infect Dis [serial online] 1995 Jan-Mar 

[cited 1996 Jun 5]; 1(1): [24 screens]. URL: http://

www.cdc.gov/ncidod/EID/eid.htm. Access date.

3) 표(Table)

표는 개별 파일로 제출한다. 표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기

록한다. 제목은 절 혹은 구의 형태로 표 상단에 기술하고, 첫 

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설명은 표 하단에 문장의 형태로 기

술한다. 표의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지 않고도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독자적인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본문에서 인용할 때, 

‘Table’이라는 표식 뒤에 한 칸을 띄고 본문 인용 순서대로 아

라비아 숫자 번호를 사용한다. 분량은 4줄 이상의 데이터를 포

함하며 1쪽을 넘지 않는다. 약어 사용 시 해당 표의 하단에 풀

어서 설명하며(예: FT, frontotemporal; PO, parietooccip-

ital), 그 위치는 기호설명 아래로 한다. 기호 사용 때 *, †, ‡, 

§, ∥, ¶, **, ††, ‡‡의 순으로 하며 이를 하단 각주에 줄을 

바꾸면서 설명한다.

4) 그림 또는 사진(Figure)

그림 또는 사진은 개별 파일로 제출한다 (JPEG, TIFF, or PPT 

format). 사진 또는 그림의 설명은 영문으로 기록한다. 제목은 

절 혹은 구의 형태로 영문으로 기술하고, 첫 자를 대문자로 표

기한다. 설명은 그림 아래에 문장의 형태로 기술한다. 그림 또

는 사진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지 않고도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독자적인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본문에서 인용할 때, 

‘Fig.’라는 표식 뒤에 한 칸을 띄고 본문 인용 순서대로 아라비

아 숫자 번호를 사용한다. 동일 번호의 사진이나 그림이 2개 이

상인 경우, 아라비아 숫자 이후에 알파벳 글자를 기입하여 표

시한다(예: Fig. 1A, Fig. 1B). 약어 사용 시 해당 표의 하단에 

풀어서 설명하며(예: FT, frontotemporal; PO, parietooc-

cipital), 그 위치는 기호설명 아래로 한다. 기호 사용 때 *, †, 

‡, §, ∥, ¶, **, ††, ‡‡의 순으로 하며 이를 하단 각주에 

줄을 바꾸면서 설명한다. 저자가 천연색 게재를 원하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출판 전에 알리며, 그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논문 심사 과정(Review Process)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은 접수한 원고를 먼저 심사하며, 다

음과 같은 경우에 심의 없이 저자에게 반송할 수 있다: (1) 본 

잡지의 성격과 연관이 없는 원고, (2) 투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

은 원고, (3) 본 잡지의 학문적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원

고. 편집위원회는 접수한 원고를 2명의 심사위원에게 의뢰하

여 심의를 받은 후, 게재 적합성에 대하여 최종 판정한다. 필요

한 경우, 제3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심사자는 저자 정보를 

알 수 없다.

교정쇄(Proofreading)

저자는 출판사로부터 교정쇄를 받으면, 저자는 주의 깊게 오타

나 원고와 잘못된 부분을 살펴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때 

이루어진 원고의 변화로 인해 마지막 수정본과 그 의미가 달라

지지 않아야 한다. 교정쇄는 저자에 의해 교정되어야 하며 최

종적으로 편집인이 확인한 후 출판한다.

편집위원회는 내용이 변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구 수정을 할 

수 있다.

원고 제출(Submission)

원고는 “에필리아: 뇌전증과 사회” 전자우편(epilia.journal@

gmail.com)로 워드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원고 투고 및 문의처>

대한임상뇌전증연구학회

주소: (42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35 (신당

동,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2층 신경과 뇌영상분석실)

전화: +82-53-258-4376

팩스: +82-53-258-4380

전자우편: epilia.journal@gmail.com

<규정의 발효>

1) 본 규정은 2019년 0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www.jepil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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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임상뇌전증연구학회(에필리아)의 학회

지인 ‘에필리아: 뇌전증과 사회(영문명 Epilia: Epilepsy and 

Community)’에 투고 또는 발표하는 논문에 대해서 투고자 

또는 발표자, 그리고 대한임상뇌전증연구학회원들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 부정 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

며 준수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2조(적용대상)

‘에필리아: 뇌전증과 사회’에 투고되는 모든 원고, 출판물, 투

고자, 대한임상뇌전증연구학회의 발표자와 발표물.

제3조(위반행위)

1)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

는 위조

2)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

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

하는 변조

3)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

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

4)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

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

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

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

시’ 행위

5) 타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를 

본 학회지에 투고, 게재하거나 본 학회지에 투고 중인 원고

를 타 학술지에 임의로 전재하는 중복 게재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

난 행위

제4조(윤리규정의 준수)

논문 투고자는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논문의 투고 신청시 

표지 윤리규정 서약서 양식 ‘연구윤리규정 준수’란에 반드시 

서명,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윤리위원회)

연구윤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한임상뇌전증

연구학회 내에 윤리위원회를 둔다.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4

인의 윤리위원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한다.

제6조(윤리규정 심의)

연구윤리 위반 사항에 대한 제보가 있으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신속히 소집하여 적절한 조사와 심의 후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7조(위반에 대한 처리)

1. 제보자에 대한 처리

1) 연구규정 위반에 대한 제보는 본 학회의 회원 및 비회원 누

구나 가능하다.

2) 제보는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

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의 제보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

명의 제보라도 위원회에서 그 내용과 증거가 구체적이라고 

판단되면 조사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위원회는 제보자의 소속 신원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

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한다.

4) 허위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제보자는 제보 이후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

여 본 학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수 있으며 본 학회는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2. 피조사자에 대한 처리

1)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조사자가 서

면, 혹은 출석 해명 등을 통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

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2) 심의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

Publication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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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3.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처리

1) 윤리위원회에서 확정될 경우 그 처리 결과를 학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에 관한 기록은 본 학회에 보관한다. 보관 기간

은 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이사회는 연구규정 위반자의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회원 

자격 정지, 혹은 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며 향후 위반자

의 본 학회지 투고 자격을 결정한다.

제8조

기타 위배되는 상황에 대한 심사 및 처리 절차는 대한의학학술

지편집인협의회에서 제정한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

인’(https://www.kamje.or.kr/board/view?b_name=bo_

publication&bo_id=7)에 따른다.

www.jepil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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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제목

국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영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한임상뇌전증연구학회의 공식 학술지인 “에필리아: 뇌전증과 사회(Epilia: Epilepsy and Community)”는 논문을 투고함에 대

한 저작권, 이해갈등, 연구윤리 규정 준수(Copyright Transfer Agreement, Conflict of interest, Ethical statement)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신저자를 포함한 모든 저자들은 필히 다음 사항을 읽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

을 경우에는 본 논문이 심사되지 않고 반송될 수 있습니다.

[연구윤리 규정 Ethical Statement]

저자는 “에필리아: 뇌전증과 사회(Epilia: Epilepsy and Community)”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 이양 Copyright Transfer Agreement]

저자는 본 논문이 중복 또는 이중 게재되지 않음을 밝힙니다. 저자는 본 논문이 “에필리아: 뇌전증과 사회(Epilia: Epilepsy and 

Community)”에 서면 허가를 받으면, 향후 이 논문과 관련된 저작권이 대한임상뇌전증연구학회로 이전됨을 인정합니다.

[이해갈등 Conflict of Interest]

논문의 모든 저자는 연구 내용에 대하여 공적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연구에 충분히 참여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에필리아: 뇌전증

과 사회(Epilia: Epilepsy and Community)”는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가 정한 이해 관계에 대한 규정을 따릅니다. 저자는 

원고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정지원이나 논문에 대한 이해 관계에 충돌이 있다면 이를 ‘표지’에 밝혀야 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Copyright transfer agreement

성명

                                                                                                                                                      

                                                                                                                                                      

                                                                                                                                                      

                                                                                                                                                      

                                                                                                                                                      

                                                                                                                                                      

서명

                                                                                                                                                      

                                                                                                                                                      

                                                                                                                                                      

                                                                                                                                                      

                                                                                                                                                      

                                                                                                                                                      

날짜

                                                                                                                                                      

                                                                                                                                                      

                                                                                                                                                      

                                                                                                                                                      

                                                                                                                                                      

                                                                                                                                                      

저자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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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케프라Ⓡ정 250밀리그램;레비티라세탐, 케프라Ⓡ정 500밀리그램;레비티라세탐, 케프라Ⓡ정 1000밀리그램;레비티라세탐 [전문의약품][성상] 250 mg; 파란색의 타원형 필름코팅정제, 500 mg, 노란색의 타원형 필름코팅정제, 1,000 mg, 흰색의 타
원형 필름코팅정제 [효능·효과] 1. 단독요법 - 처음 간질로 진단된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분발작의 치료(4세 이상) 2.부가요법 - 기존 1차 간질치료제 투여로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부
분 발작의 치료(4세 이상) - 소아 간대성 근경련 간질(Juvenile Myoclonic Epilepsy)환자의 근간대성 발작의 치료(12세 이상) - 특발성 전신성 간질(Idiopathic Generalized Epilepsy)환자의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의 치료(12세 이상) 레비티라세탐 주사제는 
경구투여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환자에 투여한다. [용법·용량] 필름코팅정제와 액제는 경구투여 하며 식사와 관계없이 투여할 수 있고,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복용한다. 1일 용량은 1일 2회 균등한 용량으로 나누어 투여한다. 레비티라세탐 치료는 정맥 또는 
경구 투여로 시작할 수 있다. 경구에서 정맥 또는 그 반대로 투여경로를 바꾸는 경우, 용량적정 없이 바로 투여할 수 있으며, 1일 총 투여량 및 투여횟수는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부분발작의 단독요법 및 부가요법(4세 이상) · 성인(18세 이상)및 체중이 50 
kg이상인 청소년(12~17세) 이 약은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2주 내지 4주마다 1일 1,000 mg[1회 500 mg, 1일 2회] 씩 증량 혹은 감량할 수 있으며, 최대권장용량은 1일 3000 mg이다. · 4세~11세의 소아 및 
체중이 50kg 미만인 12~17세의 청소년 초회량은 1일 2회, 1회 10 mg/kg으로 시작한다. 임상적 반응과 내약성에 따라 1일 60 mg/kg[1회 30 mg/kg, 1일 2회]까지 증량할 수 있으며 용량변경은 2주마다 1일 20 mg/kg[1회 10 mg/kg, 1일 2회] 초과하여 증량 혹
은 감량해서는 안된다. 유효한 최저 용량을 복용한다. 최대권장용량은 1일 3000 mg이다. 체중이 20 kg 이하인 소아의 경우, 100 mg/ml 경구용 액제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권장된다. 체중이 20~40 kg인 소아의 경우, 1일 500 mg[1회 250 mg, 1일 2회]으
로 투여를 시작하며 2주마다 1일 500 mg씩 증량하여 최대 1일 1500 mg[1회 750 mg, 1일 2회]을 투여할 수 있다. 체중이 40 kg을 초과하는 소아의 경우, 1일 1,000 mg[1회 500 mg, 1일 2회]으로 투여를 시작하며 2주마다 1일 1,000 mg씩 증량하여 최대 1일 
3,000 mg[1회 1500 mg, 1일 2회]을 투여할 수 있다. 체중이 50 kg 이상인 소아의 용량은 성인 용량과 같다. 2. 소아 환자에서의 근간대성 발작의 부가요법(12세 이상) 이 약은 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용량은 2주마다 1일 1,000 mg씩 증량
하여 권장 1일 용량인 3,000 mg까지 증량한다. 1일 3,000mg 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연구되지 않았다. 3.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12세 이상) · 성인(18세 이상) 및 체중이 50kg이상인 청소년(12-17세) 이 약은 1일 1,000 mg[1일 2회, 1회 500 mg]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용량은 2주 마다 1일 1,000 mg[1회500 mg, 1일 2회] 씩 증량하여 권장 1일 용량인 3,000 mg[1회 1,500 mg, 1일 2회]까지 증량한다. 1일 3,000 mg 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적절히 연구되지 않았다. · 체중이 50 kg 미만인 12-17세의 청소
년 이 약은 1일 20mg/kg[1회 10mg/kg, 1일 2회]으로 투여를 시작한다. 용량은 2주마다 1일 20 mg/kg[1회10 mg/kg, 1일 2회] 씩 증량하여 권장 1일 용량인 60 mg/kg[1회 30 mg/kg, 1일 2회]까지 증량한다. 1일 60 mg/kg미만의 용량에서 유효성은 적절히 연
구되지 않았다. 4. 신장애 환자 레비티라세탐 청소율이 신기능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환자의 신장기능에 따라 개별적으로 투여한다. 신장애 환자에서의 용량조절은 의약품 첨부문서를 참조한다. 5. 간장애 환자 경증에서 중등증의 간장애 환자에는 용량조절이 
필요치 않다. 중증의 간장애 환자의 경우, 크레아티닌 청소율은 신부전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60 mL/min/1.73㎡ 미만일 경우 1일 유지량을 50% 감량하는 것이 좋다. 6. 소아 경구용 제제는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의 불충분으로 1
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권장되지 않는다. 4세 이하의 소아에서의 정제 투여는 적용되지 않으며 1개월 이상의 영아에서는 액제를 투여하여야 한다. 주사제는 1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해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다. 7. 고령자(65
세 이상) 신기능이 약화된 노인 환자에서 용량조정이 권장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1) 자살충동과 자살행동 항간질약을 복용한 환자에서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을 보이는 위험성이 증가되므로 항간질약을 치료받은 환자는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 
우울증의 발현 또는 악화 및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적 변화에 대하여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항간질약을 처방 받는 간질과 다른 많은 질병은 그 자체가 이환 및 사망, 치료기간 동안의 자살충동과 자살행동의 위험성증가와 관련된다. 따라서 처방자는 항간질약 처
방 시 환자의 치료기간 동안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과 치료될 질병 간의 연관성 유무 및 이 약의 유효성을 함께 고려 한다. 2) 신경정신과적 이상반응 · 부분발작 · 성인 - 이 약은 1) 졸음, 피로, 2) 협조운동장애, 3) 행동이상 등의 중추신경계 이상반응을 발생시
킨다. 졸음, 무력증, 협조운동장애는 이 약 투여 후 첫 4주 이내에 가장 빈번히 발생하였다. · 소아 - 레비티라세탐정을 투여한 소아환자에 있어, 이 약은 졸음, 피로, 행동이상을 나타내었다. · 1차성 전신 강직-간대 발작 이 약은 1차성 전신 강직-간대발작이 있는 
6세 이상의 환자에서 행동학적 장애와 관련이 있었다. 3) 투약 중단 이 약을 포함한 간질치료제는 발작 빈도가 증가되는 잠재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이 약 투여를 중단하는 경우, 성인 및 체중이 50 kg이상인 청소년은 500 mg을 1일 
2회 매 2-4주 마다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소아의 경우, 용량 감소는 매 2주마다 1일 2회 10 mg/kg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의 주성분이나 다른 피롤리돈 유도체 또는 다른 구성성분에 과민 반응이 있는 환자 3. 다음 환
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레비티라세탐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자살, 자살 시도 및 자살 상상이 보고되었다. 우울 및/또는 자살 상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처방의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환자에게 권고해야 한다. 2) 신장애 환자에 이 약을 투여하는 경우 용량 조정
이 필요할 수 있다. 중증의 간장애 환자에서는 용량 선택 전에 신기능 검사가 권장된다. (용법용량 참조) 3) 혈구수감소 (호중구감소증, 무과립구증,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범혈구감소증)가 레비티라세탐 투여와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
로 투여개시시에 나타난다. 중대한 무력감, 발열, 재발성 감염 또는 응고장애를 경험한 환자의 경우 전혈구수 검사가 권고된다. (‘4. 이상반응 4) 시판 후 수집된 이상반응’항 참조) 5) 이상행동 및 공격성 행동: 레비티라세탐은 자극과민성 및 공격성을 포함한 정
신병적 증상과 행동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레비티라세탐 투여 환자들은 중요한 기분 및/또는 인격 변화를 나타내는 정신과적 징후 발현에 대해 모니터되어야 한다. 그러한 행동들이 인지된다면 투여 조정 또는 점진적 투여 중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투여 중단 
시, 용법용량 항을 참조한다. [제조원] 1) 제조의뢰자: UCB Pharma S.A. Belgium 2) 제조자: UCB Pharma S.A. Belgium [수입자] 한국유씨비제약㈜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69 A+ Asset Tower 4층

※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그 밖의 상세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약품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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