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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을 방문한 발작의 원인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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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Seizure occurs due to sudden electrical abnormalities of the brain. It is not a disease itself, but a symptom of various diseas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tiologies and outcomes of patients presenting with seizure to an emergency department (ED).
Methods: All patients with seizures who visited a single ED from January to December 2018 were
evaluated retrospectively. The destinations of the patients upon discharge from the ED, as well as their
outcomes upon discharge from the hospital, were analyzed.
Results: Among the 34,772 patients who visited the ED during this time period, 185 (0.53%) patients with seizure were analyzed. The leading cause of seizure was unknown (122, 65.95%), followed
by metabolic causes (19, 10.27%). The overall mortality rate among patients presenting to the ED
with seizure was 8.65%. Admission to the intensive care unit was associated with a poor prognosis
and high mortality.
Conclusions: Approximately 0.5% of patients who visited the ED presented with seizure, but they
had a significant mortality rate. A careful and detailed approach is needed for patients who experience
seizure in the ED.
Keywords: Seizure; Etiology; Emergency department

서론

는 병이 바로 뇌전증이며, 지난 2017년에 ILAE에서 뇌전증의

발작(seizure)은 급격한 뇌의 비정상적전기적활동으로 발생하

tious), 대사(metabolic), 면역(immune)을 제안하였다.5 뇌전

는 증상이다. 즉, 그 자체로 질병이 아니며 여러 가지 질병의 증

증 환자의 약 20%가 해마다 응급실을 이용한다는 보고도 있다.6

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발작은 응급실에서 드물지 않게 만날

그러나 응급실에 방문하는 발작환자들은 뇌전증의 존재와 급성

주요한 요인으로 구조(structural), 유전(genetic), 감염(infec-

1

수 있는 증상인데,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 약 8-11%의 환자들은
2,3

질환으로 인한 발작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실신, 편두통 등의

살아있는 동안 한 번 이상의 발작을 경험하며, 응급실에 방문

증상, 또는 약물이나 독성물질, 급성대사질환, 뇌졸중, 심장질

하는 환자의 약 1-2%는 발작환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3,4 잘

환, 전신감염 등의 증상으로 발작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 광

알려져 있듯이, 특별한 유발요인 없이 간헐적인 발작이 발생하

범위한 병력청취와 검사가 필요하다.3,7 응급실에 방문하는 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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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인에 대한 이전의 연구에서 가장 흔한 원인은 원인불명

(0.53%)이었다. 그중 응급실 도착 시에 의식이 명료한 환자는

(unknown)이었고, 확인된 원인 중에서는 알코올 또는 약물이

104명(56.22%)이었고, 나머지 71명(38.38%)은 기면(drowsy),

3

다른 연구에서는급성증상으로 나타난 발작은 원인질환의 발생

혼미(stupor), 또는 혼수(comatose) 상태였다. 평균나이는
62.53 ± 25.64 세였으며, 여성이 107명(58.84%)이었다. 연령

으로부터 7일 이내의 것으로 정의하며 그 원인으로는 중추신경

별로는 10대 5명, 20대 14명, 30대 13명, 40대 18 명, 50대

계감염질환, 뇌종양, 외상, 뇌졸중, 뇌수술, 대사성질환, 그리고

29명, 60대 45명이었으며, 70세 이상은 61명이었다(Table 1).

가장 많았으며(19%), 머리의 외상(7.8%)이 그 뒤를 이었다. 또

8

알코올을 포함한 약물 등을 예로 들었다. 이렇듯 많은 문헌에서

응급실에서는 신경과를 비롯한 응급의학과, 내과, 신경외과

발작환자의 접근에 다양한 의견과 통계를 제시해왔으나, 우리나

등의 협진 하에 병력청취, 진찰과 검사를 통하여 발작의 원인을

라에서는 이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전무한 상황이다.

평가하며 67명에서 발작의 원인을 특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에 본 연구는 지역에서 연간 약 4만 명을 진료하는 한 대학

122명은 응급실에서 발작의 원인을 특정할 수 없었는데, 이중

병원 응급실에 방문한 발작환자들을 대상으로 발작환자의 임상

에서 108명은 응급실에서 시행한 검사에서 특이 소견을 발견할

적 특성과 원인, 사망률을 포함한 예후에 관계된 인자를 분석하

수 없었고, 14명은 두 가지 이상의 원인이 의심되는 경우였다.

고자 하였다.

응급실에서 발작의 원인을 확인한 67명 중에서 가장 흔한 원인
은 대사성질환으로 19명이었다. 약물과 관련하여 발작이 발생

방법

한 환자는 12명이었다. 9명은 두개강 내의 종양으로 인한 발작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로서,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최소한

발작과 뇌염은 각각4명, 패혈증과 같은 심한 전신감염에 의한

한 번 이상의 발작으로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응급실에 방문한 환

발작과 심인성비뇌전증성발작은 각각 3명이었다. 그리고 알코

이었으며, 8명은 뇌졸중으로 인한 발작이었다. 외상으로 인한

자 185명의 의무기록을 검토하였다. 발작을 주소로 응급실에
방문한 때부터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의 기록
을 검토하였으며, 퇴원 후 최소 24시간 이후에 다시 방문한 경
우는 새로운 방문으로 분류하였다. 소아와 성인의 발작 원인이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을 고려하여 18세 미
만의 환자는 제외하였으며, 심정지 이후에 발생한 발작과 응급
실 방문 후 또는 입원 중에 발생한 발작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의무기록을 토대로 환자들의 연령, 성별, 과거력, 혈액검사와
뇌 컴퓨터 단층촬영(Brain computed tomography), 뇌 자기
공명영상(Brain magnetic resonance imaging)과 뇌파검사
의 결과, 응급실에서의 추정원인과 처치, 퇴원 또는 퇴실 결과
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의무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사는
활력징후측정, 이학적검사, 신경학적검사, 심전도, 흉부엑스선

Table 1. Demographic data of the patients with seizure in the emergency
department
Gender
Female (n, %)
Age
10s
20s
30s
40s
50s
60s
70 or more

N= 185 (%)
107 (58.84)
N= 185 (%)
5 (2.70)
14 (7.57)
13 (7.03)
18 (9.73)
29 (15.68)
45 (24.32)
61 (32.97)

검사, 혈액검사, 뇌 컴퓨터 단층촬영, 뇌 자기공명영상, 뇌파검
사, 그리고 뇌척수액검사였다. 발작의 원인은 신경과, 내과, 그

Table 2. The cause the seizure in the emergency department

리고 응급의학과 전문의 각 1명이 교차 및 대조하여 점검하고

Etiology
Not assessed in the emergency department
Metabolic cause
Drug related*
Malignancy†
Stroke
Trauma
Encephalitis
Systemic infection
Psychogenic non-epileptic seizure
Alcohol withdrawal seizure

결정하였다. 자료의 분석에는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2.0 (IBM Corp., Armonk, NY, USA)를 사용하였고, p < 0.05
인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계
명대학교 동산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
다(IRB File No. 2019-07-002-001).

결과
연구기간 동안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는
34,772명이었으며, 발작을 주소로 방문한 환자는 총 185명
www.jepilia.org

N= 185 (%)
122 (65.95)
19 (10.27)
12 (6.49)
9 (4.86)
8 (4.32)
4 (2.16)
4 (2.16)
3 (1.62)
3 (1.62)
1 (0.54)

*Includes the compliance and/or low blood level of antiepileptic drug.
†
Includes primary as well as metastatic malign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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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금단으로 발생한 발작이 1명이었다(Table 2). 이중에서 이미

처치를 위하여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였다. 중환자실로 입

뇌전증을 진단받은 환자는 11명(5.94%)이었다.

실한 25명 중에서 6명이 자택으로 퇴원하였으며 10명은 다른

발작을 주소로 응급실을 방문하여 응급실에서 퇴원한 환자는

의료기관으로 전원되었고, 9명이 사망하였다(Fig. 2). 발작으로

109명으로, 이중에 92명은 외래에서 추적관찰하기로 결정하였

응급실에 방문하여 입원하게 되는 환자의 약 32%는 중환자실

고 14명은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사망한 환자는 3명으로,

로 입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실로 입원하는 경우, 일반

1명은 응급실에서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며 2명은 패혈

병실로 입실하는 경우보다 사망하는 환자가 더 많았다

증으로 인한 사망이었다. 입원한 76명의 환자 중에서 3명은 응

(p < 0.01). 일반병실로 입원한 환자의 약 66%는 자택으로 퇴원

급수술을 위하여 수술실로 이동하였으며, 25명은 중환자실, 48

하였으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는 24%만이 자택으로 퇴원하

명은 일반병실로 입실하였다(Fig. 1).

였다. 발작으로 응급실에 방문하여 일반병실로 입원한 환자의

일반병실로 입실한 48명 중에서 3명이 사망하였고, 34명은

사망률은 6.25%였으나,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는 36%가 사

자택으로 퇴원하였으며 11명은 재활치료 등의 추가적인 의료적

망하였다. 응급수술을 시행한 3명의 환자는 자택으로 퇴원, 다

Discharge from ED 185

To the other medical center 14

Admission 76

General ward 48

To the OPD 92

ICU 25

Death in ED 3

Emergency operation 3

Home 34

Home 6

Home 1

Transfer 11

Transfer 10

Transfer 1

Death 3

Death 9

Death 1

Fig. 1. Destinations of the patients with seizure upon discharge from the emergency department. ED: emergency department, OPD: outpatient
department, ICU: intensive care unit.

53.95%

28.95%

17.11%

■ Home
■ Transfer

N=76

■ Death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Fig. 2. The final outcomes of the patients with seizure admitted via the emergency department. This corresponds to the area indicated by the
dotted line in 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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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의료기관 전원, 사망(각 1명)으로 나타났다. 입원을 했던 76

는데,3 본 연구에서 응급실을 방문하기 전에 뇌전증을 진단받은

명의 환자들 중에서 41명(53.95%)은 자택으로 퇴원하였고, 22

환자는 11명(5.94%)에 그쳤다.

명(28.95%)은 추가적인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여 다른 의료기관

응급실에서 퇴실하는 환자들 중에서 약 절반에 해당하는 92

으로 전원되었으며, 발작으로 응급실에 방문하여 입원 후에 사

명의 환자는 외래진료를 받게 하였다.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환

망한 환자는 13명으로서 입원한 환자의 17.11%였다.

자는 신경과 진료를 받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이 대학병원에서
발작에 대한 진료에서 신경과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고찰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발작으로 응급실에 방문하여 사

발작은 뇌의 전기적 활동에 이상이 발생하여 나타나는 증상으로

중환자실에 입실하는 경우에는 높은 사망률을 보여주었다. 물론

서 운동, 감각, 행동, 의식의 변화와 같은 여러 가지 증상을 보인

더 위중한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실하게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

다.

만, 본 연구에서는 응급수술을 시행한 환자가 단 3명에 불과하

망에 이르는 환자는 16명으로, 사망률은 8.65%에 이른다. 특히

본 연구에서 발작으로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는 20대에서 40

며 심정지 이후에 발생하는 발작(저산소성뇌병증)을 모두 제외

대까지(24.32%)와 40대부터 50대까지(25.40%)가 각각 1/4씩

하고 분석하였기 때문에,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질환

을 차지하며, 60대가 24.32%, 70대 이상이 약 33%로, 나이가

에서 중환자실에 입실하는 비율과 사망률의 관련성을 보여주었

증가함에 따라 발작으로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의 수가 증가하

다는 의의가 있다.

는 양상을 보였다. 외국의 연구에서는 응급실에 방문하는 환자
3,4

이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점 중의 하나는 응급실에서 진료와

의 1-2%가 발작으로 보고 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0.53%에

검사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발작의 원인을 찾지 못한 환자가

해당하는 환자가 발작으로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이러한 차이

122명이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분석을 시행한 전체 환자의

는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65.95%에 달하는데, 발작으로 응급실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음

대학병원 쏠림현상으로 인해 경증환자의 대학병원 응급실 방문

에도 불구하고 약 3명 중에 2명의 환자는 응급실에서 시행할 수

이 중증에 해당하는 발작의 비율을 낮추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

있는 검사에서 발작의 원인을 찾을 수 없고 외래에서 정기적인

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석한 환자들은 발작을 주소로 응급실

추적관찰과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에 방문한 자들로서, 뇌전증에서 전신발작이 아닌 부분발작의

응급실에 방문하는 발작환자에 대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

형태로 응급실에 방문할 경우 혼돈, 기억장애, 의식장애 등으로

고 각 환자의 상황과 병력을 고려한 좀 더 폭넓고 자세한 접근

방문하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퇴원하여 병동이나 외래에서 추가

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발작은 다양한 원인이 숨어있을 수

적인 검사를 시행한 후에야 뇌전증발작으로 판명되는 환자가

있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하루 또는 이틀 체류하는 동안에 많은

적지 않을 것이다. 이전의 연구에 의하면, 발작으로 응급실에

검사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진단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으며,

방문하는 환자들 중에서 뇌전증을 이미 진단받은 환자는 약 3%

입원 후 근접 관찰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거나 외래에서 충

2

정도이며, 응급실에 방문하는 전신 뇌전증 발작의 주된 원인은
3

분한 시간을 갖고 꾸준하게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뇌졸중, 종양, 외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가장 흔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의료전달체계를 구성하는 복수의 상급

한 원인은 원인불명으로서, 122명(65.95%)에 달한다. 이중에

종합병원 중 한 개의 대학병원에서 후향적으로 이루어진 연구

서 108명은 응급실에서 시행한 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찾을 수

이므로, 인구사회학적 배경의 차이와 선택편향을 완전히 배제

없었고, 응급실에서 퇴실할 때 추정진단은 실신, 처음 발생한

할 수 없으며, 병원 고유의 진료행태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발작(first attack seizure), 심인성비뇌전증성발작 등이었다.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응급실에 방문한 발작환자

나머지 14명은 두 가지 이상의 원인이 의심되는 환자들로서, 뇌

에 대해서 이루어진 진료와 검사의 결과, 발작의 원인을 분석한

전증환자에서 발생한 심인성비뇌전증성발작, 뇌염에서 뇌졸중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발생한 경우, 중추신경계의 악성종양과 뇌졸중 등이었다. 원
인을 특정할 수 있는 발작 중에서 가장 흔한 원인은 대사성질환
으로서 19명(10.27%)이었는데, 이는 응급실에서 원인을 특정
할 수 있었던 환자들의 30.16%에 해당한다. 한편, 두개강 내의
질환인 종양, 뇌졸중, 외상, 뇌염을 합치면 25명으로 13.51%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응급실에서 원인을 특정할 수 있는 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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