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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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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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adequ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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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ide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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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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뇌전증의 낙인감(felt stigma)은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다름(undesirably different) 그리고 또한 심각한 불명예(deeply

의 뇌전증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 새로운 치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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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의 개발과 고도의 장비를 이용한 뇌전증 수술의 활성화로 뇌

한 종류의 차별을 받는다.6,7 이와 같은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로

전증의 치료는 예전과 달리 크게 향상되고 있으나, 일반 대중의
뇌전증에 대한 잘못된 오해나 편견은 예전과 같이 국내뿐만 아

말미암아, 뇌전증 환자는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이 있는 자
신의 질환과 함께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점점 힘

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만연해 있는 상태이다.2-4

들게 되고, 결국에는 실제적인 차별( actual discrimin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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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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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cted stigma)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변으로부터 차
8

별을 받고 있다는 낙인감을 느끼게 된다. 이처럼 뇌전증 환자의
낙인감은 주로 자신이 속한 사회와의 관계 속에 형성되기 때문
에, 그 문화적 배경에 따라 낙인감 및 그 관련 인자는 나라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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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1)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많은 뇌전증

2. 한국 성인 뇌전증 환자의 낙인감 유병률

의 낙인감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고, 그럼으로써 환자의 낙인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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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낙인감을 갖고 있었지만, 뇌전증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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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한 적이 있는 환자에서는 두 배가 넘는 47%가 낙인감을 갖
고 있었다.8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에 뇌전증에 대한 편견이

본론

만연해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당초 예상보다 훨씬 낮은 유병

1. 뇌전증 낙인감 척도

률로, 비슷한 시기인 1999년에 발표된 유럽국가에 사는 성인 뇌

낙인감 척도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성인에서는

전증 환자의 낙인감 유병률 51%보다도 더 낮은 수치였다.12 이
러한 예상 밖의 결과는 국내 조사에서 표본 추출 바이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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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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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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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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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at all

Yes, maybe

Yes, probably

Yes, definitely

0
0
0

1
1
1

2
2
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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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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Adults with chronic epilepsy
(n = 400)

Participants
SSE-3

Measure

Definition
of stigma
Score ≥ 1
0.31

Prevalence of felt stigma

Adolescents with chronic
CSS, PSS
epilepsy and their mothers
(n = 243 pairs)
2016 One-year longitudinal Adults with newly diagnosed SSE-3
Score ≥ 1 31% at the time of
epilepsy (n = 218 at basediagnosis; 18% at
line; n = 153 at 1-year
1 year after diagnosis
follow-up)
2020 Cross-sectional
Family members of persons SSE-3R Score ≥ 1 and 54% by score ≥ 1 and
with epilepsy (n = 482)
10% by score ≥ 4
score ≥ 4
2021 Cross-sectional
Seizure-free adults for ≥ 2
SSE-3
Score ≥ 1
0.21
years (n = 81)

2015 Cross-sectional

2005 Cross-sectional

Year

Associated factor

Stepwise logistic regression Enacted stigma, neurotic personalit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Enacted stigma, introverted personality, problem solving controllability, emotional subscale
of QOLIE-31
Multiple linear regression
Higher maternal concealment behavior, adolescents’ lower level of epilepsy knowledge,
receiving antiepileptic polytherapy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Introverted personality and a high level of anxiety for felt stigma at the time of diagnosis;
introverted personality and lower economic
status for felt stigma at the 1-year follow-up
Stepwise logistic regression High seizure frequency, being a sibling or
offspring of a patient

Analysis

CSS, Child Stigma Scale; PSS, Parent Stigma Scale; QOLIE-31, Quality of Life in Epilepsy-31; SSE-3, Three-item Stigma Scale for Epilepsy; SSE-3R, SSE-3 Revised.

Lee et al.15

Lee et al.17

Lee et al.13

Ryu et al.20

Lee et al.

Study

Table 2. Prevalence of felt stigma and its associated factors in Korean persons with epilep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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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when newly diagnosed with epilepsy

18%
at 1 year after diagnosis

31%
in chronic epilepsy

if enacted stigma
is not experienced
if enacted stigma
is experienced
if seizure remission
for ≥2 years

20%
4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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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뇌전증의 낙인감이 없어지지 않고 여전
일부 뇌전증 환자에서는 더 이상 발작 재발이 없어서 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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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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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감은 환자에게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가족 일

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서, 뇌전증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은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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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 낙인감을 덜 느낀다고 알려져 있다.18 그러나 국내 성인 뇌

신의 가족 중 한 사람이 뇌전증을 앓고 있음으로 인해 그 가족의

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뇌전증에 대한 지식이 환

일원인 자신도 타인으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는 느낌으로 정

자의 낙인감을 줄이는 직접적인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19 그러

의된다. 개정한 낙인척도-3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가족 낙인감을

나, 뇌전증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은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점수 1점 이상의 경한 낙인감은 뇌전증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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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의 가족 일원 중 54%에서 있었고, 점수 4점 이상의 중등도-중

다. 이러한 소견으로 볼 때,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는

증 낙인감은 10%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환자의 발작이 잘

것이 직접적으로 낙인감을 줄이지 못할지는 몰라도, 간접적으로

조절되지 않아서 자주 발작을 일으키는 환자의 가족에게서 중등

낙인감을 줄이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9

17

3. 뇌전증 낙인감의 관련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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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Baker 등18은 뇌전증의 낙인감에 관한 체계적인 문헌 연

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18 뇌전증에 대한 지식 수준은 낙인

구를 시행하였다. 인구학적 변수, 질환 관련 변수, 그리고 정신

감과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0 즉, 뇌전

사회 변수 등 여러 요인이 낙인감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

증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청소년은 잘 알고 있는 청소년에 비해

었지만, 이러한 연관성은 문화적 배경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뇌전증의 낙인감을 더 심하게 느끼고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태

많은 인구학적 변수가 낙인감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도가 중요했다. 즉 어머니가 자녀의 뇌전증을 타인에게 비밀로

보고되고 있으나, 모든 연구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는 것

숨기면 숨길수록, 그 자녀는 낙인감을 더 심하게 느꼈다. 이는

은 아니다. 하지만, 미혼 상태, 경제적 빈곤층, 그리고 낮은 연령

청소년이 어머니가 자신의 뇌전증 진단을 다른 사람에게 숨기는

등은 높은 수준의 낙인감과 비교적 일관되게 연관성을 보이고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기가 앓고 있는 뇌전증이 숨겨야 하는 나

도 이상의 가족 낙인감이 흔했다.

18

있는 인구학적 요인들이다. 뇌전증 관련 인자들 또한 낙인감과

쁜 질환이라고 잘못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질환 관련

의 연관성에서 다양한 연구결과를 보인다. 일부 연구에서는 발

인자 중에서는 항뇌전증 다약제요법( antiepileptic drug

작 종류와 중증도가 낙인감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었지만, 다

polytherapy)이 환자의 낙인감과 연관이 있었는데, 이러한 연관

른 연구에서는 연관성을 보여주지 않았다. 다변량 분석에서는

성은 다약제요법의 약물 부작용 때문이라기보다는 다약제를 사

발작 종류나 중증도보다는 낮은 발작 시작 연령, 자신이 경험한

용해야 할 정도의 심한 뇌전증 상태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총 발작 횟수, 그리고 발작으로 인한 부상 등이 낙인감을 야기하
는 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18 발작 빈도는 낙인감과 연관

4. 낙인감의 부정적인 효과

성이 있게 보고되기도 하지만, 뇌전증의 유병기간보다는 낙인감

최근에 시행된 한 체계적 문헌연구에 따르면,18 낙인감의 효과에

을 예측하는 데 덜 중요한 것 같다. 이는 유병기간이 길면 길수

관한 소견들은 복잡하지 않고 비교적 간단하다고 한다. 다시 말

록, 타인으로부터 실제 차별을 당하는 부정적인 경험을 더 많이

해, 인구학적 또는 질병 관련 인자와 낙인감과의 연관성이 기존

하기 때문일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뇌전증을 앓는 동안 자신이

연구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과는 달리, 낙인감과 그로 인한

경험한 총 발작 횟수 또한 뇌전증의 낙인감을 증가시키는 중요

결과(outcomes)는 연구가 진행된 나라의 문화적 배경 차이에도

18

불구하고 비교적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낙인감

한 질병 관련 인자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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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심하게 느끼는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자기효능감

성 성인 뇌전증 환자에서는 사회로부터의 차별 경험, 내성적 성

이 더 낮고, 질병에 대한 자기 관리를 잘하지 못해서 약물순응도

격, 그리고 부적절한 대처 방식이 낙인감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가 더 떨어지며, 결과적으로 발작 중증도 및 빈도가 증가하는 등

보인 인자였고, 발작 빈도 등의 질환 관련 인자는 낙인감과 연관

뇌전증의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환자에게

8

성이 없었다. 새로 진단된 성인 뇌전증 환자에서는 만성 뇌전증

낙인감이 있으면 우울 및 불안이 생기고 전반적인 심리적 안녕

환자와 같이 내성적 성격이 진단 1년 후 낙인감이 형성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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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예측할 수 있었고, 1년 동안의 발작 재발 여부는 낙인감 형성

이 나빠진다. 이와 같은 결과는 주로 단면 연구를 통해 도출되었

13

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최소 2년동안 발작이 없는 성인 뇌

기 때문에, 낙인감과 그 효과의 관계에서 인과성의 방향을 단정

전증 환자에서는 성격기질( personality trait ) 중 신경증

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아마도 양방향의 상호 연관성이 있을

15

(neuroticism)이 낙인감과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뇌전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양방향성으로 인해 낙인감과 그 효과

증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낙인감

의 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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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Cross-sectional Seizure-free adults for
≥ 1 years (n = 225)

2019 Cross-sectional Adults with chronic epi- Social anxiety
lepsy (n = 219)

2020 Cross-sectional Adults with chronic epi- Health-related quality QOLIE-10, SSE-3, ESES,
lepsy (n = 312)
of life
HADS

2021 Cross-sectional Adults with chronic epi- Health-related quality QOLIE-31, SSE-3,
lepsy (n = 357)
of life
HADS, RSES, EPQ-RS

2021 Cross-sectional Seizure-free adults for
≥ 2 years (n = 81)

Lee et al.26

Han et al.22

Lee et al.24

Lee et al.23

Lee et al.15

Analysis
Finding
Hierarchical linear regres- Patients’ BDI score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employment
sion
status, GTC seizure frequency, polypharmacy, patients’ felt stigma, and caregivers’ BDI scores. Caregivers’ felt stigma was indirectly associated with patients’ BDI scores through caregivers’ depression.
Stepwise linear regression PWEs had higher overall AQ scores and anger and hostility subscale
scores than controls. The strongest predictor for the overall AQ
score was the SSE-3R score, followed by the GAD-7 score, and
the NDDI-E score.
Multiple linear regression 76% stated that they often or sometimes kept their epilepsy a secret.
Felt stigma was identified as the only independent factor associated with DMS scores (P = 0.031), while HADS depression lost
significance (P = 0.057).
Multiple logistic regres- SPS-6 scores ≥ 9 were independently associated with SSE-3R
sion
scores of 4–9 (OR, 8.626), SSE-3R scores 1–3 (OR, 5.496), and
PHQ-9 scores ≥ 10 (OR, 4.092). In contrast, SIAS-6 scores ≥ 12
were related only to PHQ-9 scores ≥ 10 (OR, 8.740). Epilepsy-related variables were not related to social anxiety.
Stepwise linear regres- QOLIE-10 score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ESES score and
sion, analysis of covari- employed status, but negatively correlated with HADS scores, felt
ance
stigma, seizure frequency, and polytherapy. Self-efficacy correlated
with QOLIE-10 scores only in subjects with recurrent seizures
and in those with felt stigma.
Hierarchical linear regres- QOLIE-31 score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being married,
sion
polypharmacy, neuroticism, depression, anxiety, self-esteem, and
felt stigma.
Stepwise logistic regres- Felt stigma was not associated with the total QOLIE-31 scores. Felt
sion, Sobel test
stigma had indirect effects on the QOLIE-31 scores through
EPQ-RS neuroticism scores, but its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lost
after controlling for the presence of enacted stigma, anxiety, and
depressive symptoms.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SSE-3, Three-item Stigma Scale for Epilepsy; CBI, Caregiver Burden Inventory; GTC, generalized tonic-clonic; AQ, Aggression Questionnaire; SSE-3R, SSE-3
Revised; NDDI-E, Neurological Disorders Depression Inventory for Epilepsy; GAD-7, Generalized Anxiety Disorder-7; DMS, Disclosure Management Scale; HADS, Hospital Anxiety Depression
Scale; SPS-6, Social Phobia Scale; SIAS-6, 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PHQ-9,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F-APGAR, Family Adaptation, Partnership, Growth, Affection, Resolve; OR,
odds ratio; QOLIE, Quality of Life in Epilepsy; ESES, Epilepsy Self-Efficacy Scale; RSES, Rosenberg Self-esteem Scale; EPQ-RS, short form of the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Revised.

Health-related quality QOLIE-31, SSE-3,
of life
HADS, RSES, EPQ-RS

SPS-6, SIAS-6, SSE-3R,
PHQ-9, DMS,
F-APGAR

Concealment of
DMS, SSE-3, HADS
epilepsy diagnosis

AQ, SSE-3R, NDDI-E,
GAD-7

2015 Cross-sectional Adults with chronic epi- Aggression
lepsy (n = 266) and
controls (n = 170)

Seo et al.25

Measure
BDI, SSE-3, CBI

Year
Design
Participant
Main outcome
2015 Cross-sectional Adults with chronic epi- Depression
lepsy and their caregivers (n = 391 pairs)

Study
Han et al.21

Table 3. The findings associated with outcomes of felt stigma in Korean persons with epilepsy

Epilia: Epilepsy Commun 2021;3(2):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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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뇌전증의 낙인감은 환자의 우

주도하여 이 질환의 병명을 ‘간질’에서 ‘뇌전증’으로 개명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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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뇌전증 환자 및 그 보호자의 낙인감을 아직까지 줄이지는 못

21

들면, Han 등 은 만성 뇌전증이 있는 성인 및 그 보호자를 대상

했고, 또한 뇌전증의 진단을 숨기려는 환자나 보호자의 결정에

으로 환자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조사하였는데, 뇌전증

도 영향을 주지 못했다.27 앞으로 뇌전증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의 낙인감이 대발작 빈도 및 다약제복용과 같은 질병 관련 인자

줄이기 위해서는, 범국가 차원에서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홍

와 함께 환자의 우울증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었다. 만성 성인

보와 뇌전증의 사회적 낙인을 퇴치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

뇌전증 환자의 사회 불안(social anxiety)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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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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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낙인감 순이었다.23 자기효능감은 일반적으로 뇌전증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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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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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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환자에서 유의미하게 삶의 질을 호전시키지만, 낙인감

None.

24

이 없는 환자에서는 삶의 질과의 연관성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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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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