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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lepsy, which is characterized by recurrent seizures, is a relatively common disorder. For patients
with drug-refractory epilepsy, it is necessary to forecast and cope with seizures since they cause accidents and diminish quality of life. Seizure prediction is challenging, but numerous studies have investigated methods of detecting the physical changes preceding seizures. Attempts are being made
to use wearable devices to deploy technologies that recognize limb movements or changes in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and associated heart rate variability. The most researched field is electroencephalography, with the goal of identifying electrical abnormalities before seizures with high sensitivity through deep learning models. If we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ractical applications, seizure
prediction technology will change the paradigm of epilepsy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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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의 특성

이다. 뇌전증 발작의 양상은 환자에 따라 다양한데 크게 부분 발
작과 전신 발작으로 나뉘며, 비정상적인 움직임이나 이상 감각

인간의 뇌는 수백억의 뇌세포들과 수백조의 시냅스 연결로 작동

부터 비현실적인 생각과 의식 소실까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

하는 매우 복잡한 기관이다. 뇌는 신체가 움직이고 느끼는 것을

다. 발작파가 발생하는 뇌의 부위가 원래 담당하고 있던 기능에

관장할 뿐만 아니라 의식을 지배하고 감정과 언어, 기억과 같은

영향을 주어 발작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사고를 담당하는 중추이기도 하다. 또한 뇌는 신체의 여러 장기

뇌전증의 국내 유병률은 1,000명 중 3.84명으로, 비교적 흔한

와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어 심장, 폐, 위장관의 운동을 조절한

질환이다.1 특히 혈관성 질환과 퇴행성 질환이 흔한 노인 인구에

다. 뇌세포는 전기 신호를 서로 전달하며 다양한 기능을 하는데,

서 뇌전증의 발생률이 높다.2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

간혹 일부 뇌세포들에서 비정상적인 발작파 또는 뇌전증모양방

는 우리나라에서 뇌전증의 유병률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전(epileptiform discharge)이 발생하면 발작(seizure)이 일어나게
된다.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도 증가할 것이다. 뇌전증 환자에서

뇌전증은 반복적인 뇌전증 발작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계 질환

그렇지 않은 경우, 즉 항경련제를 복합적으로 투여해도 발작이

약물로 발작이 잘 조절되는 경우 이와 같은 손실이 예방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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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되지 않는 약물 난치성 뇌전증에서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든
3

다. 따라서 뇌전증 발작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만 있는 발작은 감지하기 어려웠다.6 이러한 움직임 감지 기술은
보통 발작이 발생하고도 10초 이상 경과한 후 발작을 감지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발작 예측으로 보기는 어렵다.

뇌전증 발작의 특성과 예측 가능성
뇌전증 발작의 특징은 예측이 어렵다는 것(unpredictability)이
4

발작 발생 전에 신체 장기의 변화로 발작을 예측하는 데에는
자율신경계 변화와 그에 따른 맥박의 변동을 감지하는 기술이
주로 쓰인다. 이는 뇌전증 발작 전에 뇌의 변화가 심장 박동을

다. 간헐적인 뇌전증 발작이 발생하기 전에 환자가 느끼는 전조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15명의 환자에

또는 단순 부분 발작은 불확실하며 모든 환자에서 발생하는 것

서 38개의 다양한 종류의 발작 이전 15분 동안의 심전도에서 계

도 아니다. 사전 징후가 짧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전

산한 심박 변이(heart rate variability, HRV)를 기계학습(machine

징후 없이 발생하는 발작은 대처가 어려워 위험한 상황을 유발

인해 일상 생활에서 주로 마주치는 위험은 단순하게는 낙상이나

learning) 방법 중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SVM)으로 분석한 결과 발작 예측 민감도가 89%였으며 FDR은
시간당 0.41였다.7 심전도를 측정하는 착용 가능한 장치(wearable device)를 이용해 HRV의 이상을 파악하는 연구도 비슷한

골절, 요리 중 화상과 같은 부분적인 신체적 손상에서부터 교통

정도의 정확도를 보였다.8 맥박 외에 자율신경계의 변화를 이용

사고나 익사와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발

하는 방법으로 피부 전기활동(electrodermal activity)을 측정하는

작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위험한 상황이나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착용 가능 장치도 출시되었으나 아직 발작의 예측보다는 감지에

것이다. 또한 발작 이후 정상적인 인지기능으로의 회복에는 수

머무르고 있다.9

할 수 있으므로, 뇌전증 환자는 일상 생활에 큰 어려움이 겪고
만성적인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한다. 뇌전증 환자가 발작으로

시간에서 수일이 걸려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준다. 따라서 발

발작 예측과 관련하여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는 검사

작을 예측(seizure prediction)하는 기술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연

방법은 뇌파로, 발작의 원인인 뇌의 전기적인 이상을 감지하는

구가 중요하다 하겠다.

검사법이다. 일반적인 뇌파 검사인 두피 뇌파 검사뿐만 아니라

뇌전증 환자에서 발생하는 발작을 예측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

두개 내 뇌 표면 또는 뇌 삽입 전극을 이용한 뇌파 검사도 발작 예

나는 분명한 발작 직전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다. 또는 발작 초

측에 활용된다. 두개 내 검사는 미세 전류도 측정이 가능하며 잡

기의 상태 변화를 감지하여 전신적 발작으로 진행하기 전에 경

음이 적기 때문에 발작 전 상태의 뇌파 변화를 감지하는 데에 더

고하는 것도 넓은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발작을 예측하

욱 민감하다. 두피 뇌파와 두개 내 뇌파로 공개되어 널리 활용되

기 위해서는 뇌전증 발작의 형태와 특성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고 있는 자료가 각각 보스턴 어린이병원 데이터 세트(dataset)와

것이 도움이 된다. 뇌전증 발작에서 발생하는 신체의 변화에서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대학병원(University Hospital of Freiburg)

감지 가능한 것으로는 (1) 겉으로 보이는 신체의 변화는 근육의

데이터 세트다.10,11 뇌파는 시간에 따른 반복적인 변화로 나타나

변화에 기인하는데, 근육이 뻣뻣해지거나 떨리는 경우가 전형적

기 때문에 뇌파 데이터는 시간-주파수 대역의 특징을 추출하며

이며 근력이 오히려 소실되거나 또는 자동증이라고 부르는 이상

(time-frequency feature extraction), 2010년대 들어 사용되는 분석

행동도 흔하고, (2) 겉으로 보이지 않는 신체 장기의 변화로는

방법은 딥러닝(deep learning)을 포함한 기계학습이 대부분이다.

자율신경계의 변화로 맥박과 혈압의 변동이 가능하며, (3) 발작

SVM뿐만 아니라 딥러닝 방법인 합성곱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이나 장단기 메모리(long short-term memory)를 이용한 발작 예측 방법은 80%-100%의 민감도와 0.030.20/hour 정도의 FDR을 보였고, 정확도는 두피 검사보다 두개

의 원인인 뇌의 전기적인 이상 방전과 그에 따른 뇌 혈류 변화
또는 전기화학적 변화가 발생한다.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는 기
술을 이용하여 뇌전증 발작을 예측할 수 있다.

내 검사가 월등하게 높았다.12-14 데이터 세트가 아닌 일상생활을

발작 예측 기술의 현황

하는 실제 환경에서 뇌파를 이용한 발작 예측 시험은 아직까지

발작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의 움직임으로는 주로 사지의 움

두개 내 전극을 이용한 휴대용 뇌파 검사 장치에서 수개월간 발

직임을 감지하여 발작을 초기에 경고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피

작 예측을 시도하였는데, 15명 중 11명의 환자에서는 65%-100%

부 근전도(surface electromyography)를 삼각근에 부착했을 때,

의 발작 예측이 가능했지만, 발작 예측 알고리즘이 제대로 작동

민감도 100%와 24시간 내 오탐지율(false detection rate, FDR) 1
번으로 발작을 잘 감지하였다. 핸드폰이나 스마트 밴드에 주로

하지 않는 경우가 3명이었고 임상적인 효과가 크지 않아 연구가
조기 종료되었다. 이는 아직 뇌파를 이용한 발작 예측의 임상 적

이용하는 가속계(accelerometry)를 이용하였을 때, 간대 발작은

용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러한

잘 구분되었으나 강직 발작이나 움직임의 변화 없이 의식 변화

발작 예측 기술의 현황을 Table 1로 정리하였다.5-7,9,12-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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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의 연구 밖에 없었다.15 2013년 호주 멜버른의 임상시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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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odalities and representative studies for seizure prediction
Preictal change
Movement

Modality
Surface EMG

Advantage or disadvantage
Restricted to seizures with a motor
component
Detection of seizure after onset

Study (year)
Conradsen et al.5 (2012)

Nijsen et al.6 (2005)
Beniczky et al.16 (2013)
Muscle artifacts
Billeci et al.7 (2018)
Detection of seizure after onset
Regalia et al.9 (2019)
Muscle or eye artifacts
Zhang and Parhi12 (2016)
Truong et al.13 (2018)
Tsiouris et al.17 (2018)
Daoud et al.14 (2019)
High sensitivity due to reduced artifacts Zhang and Parhi12 (2016)
Truong et al.13 (2018)
Insertion-related adverse events
Cook et al.15 (2013)

Accelerometer
Autonomic nerve system Heart rate: HRV
Electrodermal activity
Brain electrical activity
Scalp EEG

Intracranial EEG
Intracranial EEG,
prospective study

Sensitivity (%) FDR (/hr)
100
0.04
48
89.7
89.1
92–100
98.7
81.2
100
99.6
100
81.4
65–100

NA
0.008
0.41
0.01–0.04
0.046
0.16
0.02–0.11
0.004
0.032
0.06
NA

FDR, alse detection rate; EMG, electromyography; HRV, heart rate variability; EEG, electroencephalography; NA, not applicable.

마지막으로 뇌전증 발작이 주기성을 갖는다는 임상적 특성을

최근 발표되었다.22 발작을 일으킨 생쥐의 뇌에서 고감도 나노센

참고하여 발작 예측 기술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주로 수면

서(nanosensor)를 이용해 포타슘 이온 농도 변화를 동시에 측정

중 발생하는 형태 등, 발작이 일정 시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

했을 때, 부분 발작의 경우 뇌 해마에서 편도체, 대뇌피질의 순

다. 기존의 발작 예측에 이러한 주기적인 특성을 함께 고려하면

으로 순차적으로 이온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했다.

18

간단한 분석만 추가해도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음이 알려졌다.

발작 간기의 발작파도 주기성을 갖고 변동하며 이러한 발작파의
주기성을 이용하여 발작을 예측할 수도 있다.19 여성의 경우 호

발작 예측 기술의 한계점과 전망

르몬 변화나 생리 주기에 맞추어 발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앞서 기술한 발작 예측 기술 중 실제 임상에서 널리 쓰이는 것은

한 번 발생한 발작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점도 함께 활용 가능

아직 거의 없는데 이는 실용화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기기의

4

소형화, 장기간 인체 외 부착이나 인체 내 삽입의 어려움이 원인

하다.

으로 지적된다. 앞서 설명한 두개 내 뇌파 임상시험의 경우 15명

뇌전증 발작 예측의 국내 연구

의 대상자에서 11건의 기기 삽입 관련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그

기존의 데이터 세트만으로는 결과 해석에 한계가 있으며 이를

경우는 임상적으로 활용되기 부적절한데, 현재까지의 기술은 아

극복하기 위해 발작 예측 알고리즘을 정제되지 않은 뇌파 데이

직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4 또한 환자별로 발작 양상

터 세트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저자들이 함께 참여

이 다른 점도 범용적인 기술에 한계가 된다.

중 두 건은 심각한 정도였다.15 그리고 FDR이 0.15/hour를 넘는

한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 뇌파 데이터 세트를 함께 이용하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계학습 방법의 적절한

여 발작을 감지하고 예측하는 연구를 시행하였다. 발작을 감지
하는 CNN 알고리즘을 이용했을 때, 보스턴 어린이병원과 서울

적용, 빅데이터(big data)의 수집, 새로운 소재의 개발과 함께 협
업 연구를 통한 임상시험이 필요하다. 서울대학교병원 뇌파 데

대학교병원의 데이터 세트가 각각 80.6%와 89.2%의 민감도, 그

이터 세트에서 안구운동을 독립성분 분석 방법으로 제거하면

20

리고 91.7%와 91.9%의 높은 특이도를 얻었다. 다음으로 발작

FDR이 0.522/hour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발작 예

30분 전 구간에서 CNN 알고리즘을 이용해 발작을 예측했을

측에 잡음 제거 등의 다양한 전처리가 필요할 수 있음을 의미한

때, 보스턴 어린이병원과 서울대병원 데이터 세트는 각각 민감

다.21 기계학습 방법을 생체신호 데이터에 적용하는 방법은 단순

도 85.92%와 73.84%였고, FDR은 각각 0.065/hour, 0.86/hour

하지 않으며 전처리, 특징 추출, 알고리즘 선택에 많은 경험이

21

였다.

요구된다. 또한 기계학습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 데

뇌전증 발작에서 신경세포의 흥분도가 비정상적으로 변하면

이터 세트의 수집과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새로운 소재 개발

서 뇌세포막의 이온 통로를 통해 이동하는 여러 이온의 변화가

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한 예로 맥박의 변화를 감지하는 특수

발생하는데 그 중 포타슘 이온(K+)의 변화를 측정하는 기술이

섬유 소재 셔츠가 발작 예측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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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larm and prevention system based on seizure prediction. An accident can be avoided by sending an alarm before a seizure occurs through
seizure prediction technology, and an electrical stimulation treatment or drug administration system that can prevent the occurrence of a seizure
will be possible in the future. EEG, electroencephalography; EMG, electromyogram; ECG, electrocardiogram; DBS, deep brain stimulation;
RNS, responsive neurostimulation.

최근 일본에서는 이러한 셔츠가 개발되어 시제품이 공개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발작 예측은 신경과학, 수학, 물리학, 생물
학, 공학, 통계 및 기계학습을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의 관심을
끌었던 도전적인 문제로 다양한 학제간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
한 기술을 실제 임상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발작 예측 장치가 임상에 적용된다면 뇌전증 환자의 치료 패
러다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전망한다(Fig. 1). 발작 예
측 장치는 발작 발생을 미리 경고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대처
능력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전기 뇌
자극과 같은 신경 조절 기술(neuromodulation), 그리고 약물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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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장치(drug-delivery device)와 맞물려서 발작 직전 예방적인
치료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한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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