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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sing, and sociology. Epilia: Epilepsy and Community publishes scientific and clinical articles aimed at reflecting the
state of the art in the broad field of seizures and epilepsy including social aspect and welfare of patients with epilepsy.
Epilia: Epilepsy and Community also allows pat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share their experiences, knowledge, and
views in all fields of seizures and epilep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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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믹탈은 2013년 ILAE guideline에서 elderly partial
seizure에 initial monotherapy로 추천됩니다.
1

※ 여기서 언급된 환자 및 증상은 가상의 인물 입니다.
[Safety information] Risk factors for lamotrigine-associated rash ▶ History of rash after another AED was the strongest predictor of rash.2 ▶ Children <13 years old.2 ▶ Higher starting dose than recommended.3 ▶
Faster dose escalation than recommended.2 ▶ Concomitant valproate administration.2 Warnings.4 ▶ Skin rash ▶ Severe convulsive seizures including status epilepticus ▶ Suicide risk ▶ Clinical worsening in bipolar
disorder patients ▶ Effects of hormonal contraceptives on lamotrigine efficacy ▶ Effects of lamotrigine on hormonal contraceptive efficacy Contraindication.4 ▶ Hypersensitivity to lamotrigine, or any other ingredient
of the preparation Common adverse events reported for Lamictal.4 ▶ Very common (≥1/10) : skin rash, headache, somnolence, ataxia, dizziness, diplopia, blurred vision, nausea, vomiting ▶ Common (1/100 to <1/10) :
Aggression, agitation, irritability, tremor, nystagmus, insomnia, diarrhea, tiredness, arthralgia, pain, back pain
References. 1. Glauser T et al, Epilepsia. 2013;54(3);551-63. 2. Hirsch LJ, Weintraub DB. Epilepsia 2006:47 (2): 318-322 3. Wong ICK, Mawer GE, Sander JWAS. Ann Pharmacother 1999;33:1037-42 4. Lamictal
Product Information
Abbreviated Prescribing Information Version 06
라믹탈정25밀리그램, 50밀리그램, 100밀리그램, 라믹탈츄어블정 2밀리그램, 5밀리그램 (라모트리진) 수입의약품 전문의약품
■ 원료약품의 분량 : ○ 라믹탈 정 25mg/50mg/100mg : 이 약 1정 중 라모트리진(별규) 25mg/ 50mg/ 100mg, ○ 라믹탈 츄어블정 2mg/5mg : 이 약 1 정 중 라모트리진(별규) 2mg/5mg ■ 효능·효과 : 1. 간질(뇌전증) 1) 단독 및 부가요법 : 부분발작 및 전신 강직간대발작 2) 부가요법 : 레녹스-가스토 증후군에 의한 발
작 2. 양극성 1형 장애 환자에서의 우울삽화의 재발 방지 ■ 용법·용량 : (정제)(츄어블정) 전체를 삼키거나 씹어서 복용하거나 소량의 물에 정제를 분산시켜 복용(츄어블정에 한함). 1. 간질(뇌전증) 1) 성인 및 13세 이상의 청소년: 권장 용법 용량 (1) 단독요법(1일 용량): 첫 2주 25mg(1일 1회), 다음 2주간 50mg(1일 1회)
투여, 유지 용량 100~200mg(1일 1회 또는 1일 2회 분할 투여), 유지용량에 도달할 때까지 1~2주마다 최대 50~100mg씩 증량. 일부 환자에서 원하는 반응을 얻기 위해 500mg/일까지의 용량이 투약된 경험이 있다. (2) 부가요법(1일 용량): ① 발프로에이트를 투여받지 않으며, 글루쿠론산 포합 유도제를 투여중인 환자에
서 첫 2주 50mg(1일 1회), 다음 2주간은 100mg(2회로 분할) 투여. 유지용량으로 1일 200~400mg(2회로 분할) 투여. 유지용량에 도달할 때까지 1~2주마다 최대 100mg씩 증량 ② 다른 병용 약물여부와 관계없이 발프로에이트를 투여중인 환자에서 첫 2주 12.5mg (25mg을 2일 1회), 다음 2주간은 25mg(1일 1회) 투
여, 유지용량으로 100~200mg(1일 1회, 혹은 2회로 분할 투여). 유지용량에 도달할 때까지 1~2주마다 최대 25~50mg씩 증량. 2) 2~12세의 소아: 권장 용법 용량(총 1일 용량: mg/kg(체중)/일) (1) 단독요법 - 12세 이하의 소아에서 단독요법으로 투여하기 위한 기본 권장량을 뒷받침할 적절한 임상자료가 아직 충분치 않
다. (2)부가요법(1일 용량) ① 발프로에이트를 투여 받지 않으며, 글루쿠론산 포합 유도제를 투여중인 환자 첫 2주 0.6mg/kg/ 일(1일2회 분할투여), 다음 2주간은 1.2mg/kg/일(1일 2회 분할투여). 유지용량이 5~15mg/kg/일(1일 2회 분할투여)이 되도록 1~2주마다 최대 1.2mg/kg/일을 증량, 최대 400mg/일. ② 다른 병
용 약물 여부와 관계없이 발프로에이트를 투여 중인 환자에서 첫 2주 동안 0.15mg/kg/일 (1일 1회 투여), 다음 2주간은 0.3mg/kg/일(1일 1회 투여). 유지용량이 1~5mg/kg일(1일 1회 투여 또는 1일 2회 분할투여)이 되도록 1~2주마다 최대 0.3mg/kg/일을 증량. 최대 200mg/일. 3) 2세 미만의 소아 - 1개월~2세 미만의
소아에서의 이 약의 사용에 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은확립 되지 않았다. 1개월 미만 신생아에 대한 자료는 없다. 그러므로 2세 미만의 환자에게 권장되지 않으며, 특히 발프로에이트를 복용중인 2세 미만의 환자에서 이 약의 사용은 권장되지 않는데 이는 정확한 초기용량 설정의 어려움 때문이다. 2. 양극성 장애: 제품설명
서 전문 참조 3. 이 약의 투여중지: 이 약의 용량은 최소 2주에 걸쳐 점진적으로 감소되어야 한다. 4. 고령자: 성인과 13세 이상의 청소년에서의 권장 투여 계획은 고령자(65세이상) 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신중히 투여되어야 하며 낮은 용량부터 시작한다. 5. 간장애 환자: 일반적으로 중등도(Child-Pugh grade B) 및
중증(Child-Pugh grade C)의 간장애 환자에서 초기용량, 증가용량, 유지용량은 각각 약 50% 및 75%까지 감소되어야 함. 증가 및 유지용량은 임상 반응에 따라 조절. 6. 신장애 환자: 투여 시 주의. 말기 신장애 환자에서 이 약의 초기 용량은 환자의 항전간제 투여요법에 근거하여야 한다. 감소된 유지용량은 심각한 신기
능 장애 환자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사용상 주의사항
1. 경고 1) 발진 : 이 약의 투여와 관련하여 특히 소아에서,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의 피부발진(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독성표피 괴사용해 포함)이 보고된 바 있다. 2) 경련 중첩증을 포함한 중증의 경련발작은 횡문근융해, 다기관부전(multi-organ failure), 파종성혈관내 응고, 때때로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 자살위험성: (1) 항우울제의 투여는 주요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소아 및 청소년의 자살충동과 자살행동의 위험 증가와 관련 있다. (2) 우울 증상 및/또는 양극성장애가 간질(뇌전증)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간질(뇌전증) 및 양극성 장애 환자에서 자살성향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근거가 있다. 4)
양극성 장애 환자에서의 임상적 악화 5) 호르몬성 피임제 : (1) 이 약 투여기간 동안 경구용 피임제를 투여 개시하거나 또는 중단하는 여성 대부분의 경우에 이 약의 용량 조절이 필요할 것이다. (2) 이 약과 호르몬 제제를 병용하는 일부 환자에서 피임제의 유효성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또는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이 있거나 그 병력이 있는 환자 2) 이 약 투여와 관련된 무균 수막염으로 인해 투여를 중단한 환자 3) 갈락토오스 불내성,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 장애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된다.(라
믹탈 일반정에 한함)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신장애 환자 2) 간장애 환자 3) 다른 항전간제에 대한 과민반응 또는 발진의 병력이 있는 환자 4)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임신을 원하는 여성 5) 수유부 6) 심전도 이상이 있거나 방실 전도 억제 약물을 투여중인 환자 4. 이상반응 1. 간질(뇌전
증) : 1) 피부 및 피하조직 매우 자주 : 피부 발진, 드물게 :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매우 드물게 : 독성표피괴사용해(리엘증후군) – 다른 임상경험 중 : 드물게 : 탈모증 2) 임상시험 기간 동안 5% 이상에서 발생한 유해사례: 복시, 어지러움, 운동실조, 두통, 무력증, 구역, 졸음, 구토, 호흡기 장애, 발진, 통증
인두염, 독감 증후군, 불면증, 월경 장애, 진전, 폐 장애, 우울, 기억상실, 비정상적 사고 3) 혈액 및 림프계 : 매우 드물게: 혈액학적 이상(호중구 감소증, 백혈구 감소증, 빈혈, 혈소판 감소증, 범혈구 감소증, 재생불량성 빈혈, 무과립구증을 포함), 림프절병증 4) 면역계: 매우 드물게 : 과민반응(발열, 림프절병증, 얼굴부종, 혈
액이상, 간이상, 파종성 혈관내 응고,다기관부전을 포함) 5) 정신신경계 (1) 정신계: 자주 : 공격성, 과민성, 매우 드물게 : 틱, 환각, 혼돈 - 다른 임상 경험 중: 매우 드물게 : 악몽 (2) 신경계: - 단일요법 임상시험 기간 동안 매우 자주 : 두통, 자주 : 졸음, 불면증, 어지러움, 진전, 때때로 : 운동실조, 드물게 : 눈떨림 - 다른 임상 경
험 중 매우 자주 : 졸음, 운동실조, 두통, 어지러움, 자주 : 눈떨림, 진전, 불면증, 드물게 : 무균수막염, 매우 드물게 : 초조, 불안정, 운동장애, 파킨슨병의 악화, 추체외로효과, 무도느림비틀림운동, 발작빈도의 증가 (3) 항전간제를 치료받은 환자는 자살충동 또는 자살행동, 우울증의 발현 또는 악화 및 기분과 행동의 비정상
적 변화를 보인다. 6) 눈 - 단일요법 임상시험 기간 동안 때때로 : 복시, 흐린시력, - 다른 임상 경험 중 매우 자주 : 복시, 흐린 시력, 드물게 : 결막염, 7) 위장관계 - 단일요법 임상시험 기간 동안 자주 : 구역, 구토, 설사 - 다른 임상경험 중 매우 자주 : 구역, 구토, 자주 : 설사 8) 간담도계 매우 드물게 : 간기능 수치의 상승, 간기능
장애, 간부전 9) 근골격계 및 연결조직 매우 드물게 : 루프스 유사 반응 10) 전신 및 투여부위 자주 : 피로 11) 양극성 장애 Ⅰ형 임상시험의 무작위 배정 기간동안 환자의 5% 이상에서 발생한 약물과 관련된 유해사례: 전신: 피로, 위장관계: 구역, 구강건조, 설사, 신경계: 두통, 졸음, 어지러움 12) 이 약 투여환자의 1%이상
5 미만의 빈도로 발생한 이상반응 및 위약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다 : (1) 전신 : 복통 (2) 소화기계 : 소화불량, 변비, 고창 (3) 대사영양계 : 체중 증가, 부종 (4) 근골격계 : 관절통, 근육통 (5) 신경계 : 기억상실, 감정 불안, 운동장애, 감각이상 (6) 비뇨생식기계 : 빈뇨 (7) 피부계 : 발진, 발한 13) 피
부 및 피하조직 - 양극성 장애 임상시험 기간동안 매우 자주 : 피부 발진, 드물게 :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 증후군) – 다른 임상경험 중 : 드물게 : 탈모증 14) 정신계 - 다른 임상 경험 중: 매우 드물게 : 악몽 15) 신경계 - 양극성 장애 임상시험 기간 동안 매우 자주 : 두통, 자주 : 초조, 졸음, 어지러움 16) 위장관계- 양
극성 장애 임상시험 기간 동안 자주 : 구강 건조, 17) 근골격계 및 연결조직 - 양극성 장애 임상시험 기간 동안 자주 : 관절통 18) 전신 및 투여부위 - 양극성 장애 임상시험 기간동안 자주 : 통증, 등통증 19) 조증/경조증/혼재삽화 20) 이 약을 장기간 투여 받은 환자들에서 골밀도 감소, 골감소증, 골다공증 및 골절이 보고되었
다. 21) 국내 시판 후 수집된 중대한 이상사례 분석·평가 결과 확인된 이상사례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로서 곧 해당성분과 다음의 이상사례 간에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면역계: DRESS증후군 5. 일반적 주의 1) 환자 및 보호자에게 항전간제가 우울증의 징후 및 증상의 발현 또는 악화, 비정상적 기
분과 행동의 변화, 자살충동 및 자살행동 또는 자해충동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알려 환자에게 이러한 증상 또는 행동이 발현될 경우 즉시 의료전문가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한다. 2) 갑작스런 투여중지는 반동성 경련을 초래할 수 있다. 3) 모든 항전간제 투여시의 반응은 개인차가 있으므로 간질(뇌전증)환자는 운전
및 간질(뇌전증)의 특정한 사항에 대해 의사와 상의하여야 한다. 4) 이 약의 투여 후 간대성근경련발작이 악화될 수 있다. 5) 장기간 이 약을 투여하면 눈 또는 멜라닌이 풍부한 조직에 독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6. 임부에 대한 투여 임부에 이 약을 사용할 경우의 안전성을 평가할만한 충분한 자료는 없다. 담
당의사가 이 약의 투여에 의한 유익성이 태아의 발달에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약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7. 수유부에 대한 투여 수유의 잠재적 유익성은 신생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해반응의 잠재적 위험성을 상회하여야 한다. 이 약 투여 시 수유하지 않는다.■ 최종허가변경일 :
2018.03.30 ■ 이 개정일자 이후 변경된 내용 및 제품 정보 전문은 kr.gsk.co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GSK 제품 사용 중 발생한 이상사례(부작용)는 080-901-4100 또는 kr-medical.drug-safety@gsk.com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GSK 제품 사용 중 발생한 이상사례(부작용)는 080-901-4100 또는 kr-medical.drug-safety@gsk.com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신 제품설명서 전문은 kr.gsk.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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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사-에필리아: 뇌전증과 사회
조용원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Presidential Message-Epilia: Epilepsy and Community
Yong Won Cho, MD, PhD
Department of Neurology,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aegu, Korea

뇌전증은 국내에서 약 20만 명 이상의 환자들이 앓고 있는 드물

이제 대한임상뇌전증연구학회-에필리아에서는 “에필리아: 뇌

지 않은 질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뇌전증

전증과 사회”라는 이름으로 전국 규모의 학술지를 발간하고자

에 대한 한글 전문 학술지가 전무하며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뇌전증 관련 전문 한글 학술지를 발간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뇌전증 환우들은 질병과 싸우면서 겪

함으로써 뇌전증에 대하여 다양한 학술적인 지식을 의료인에게

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사회적 편견과 차

전달 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뇌전증에 대한 최신 정보를

등을 받는 등 환경적인 어려움도 함께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학술지는 의학적 지식 전달을 넘

료인이나 일반인들을 위한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한글 전문 학

어서 뇌전증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 및 사회적, 정치적 이슈 등 다

술지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임상뇌전

양한 분야의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뇌전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증연구학회-에필리아에서는 이러한 취지에 부흥하고자 한글 뇌

벗어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증 전문 학술지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에필리아는 2003년 10월에 우리나라 최초의 뇌전증 포털 사이
트로 개설되었습니다. 창립 회원으로는 이상건, 이일근, 조용원,

이 학술지는 첫 한글 학술지로써 뇌전증에 대한 모든 이슈를
아우르는 저널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여러 회원 및 뇌전증에 관
심이 있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원고를 환영합니다.

정기영(이상 신경과), 황희(소아청소년과) 선생님이 중심이 되어,

끝으로 여러 가지 바쁜 상황에서도 본 학술지 창간을 위해 힘

온라인 상에서 난립하고 있는 뇌전증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를 바

써주신 정기영 편집장님 이하 편집위원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

로 잡고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에필리아

드립니다. 앞으로 에필리아는 본 학술지 발간을 통해 한 단계 더

(Epilia)” 뇌전증 포털 사이트(http://www.epilia.net)를 개설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였습니다. 이후 회원들이 증가하면서 공식적인 의학 학술단체인

더욱더 따뜻한 공동체로 거듭 나갈 것을 믿습니다.

“대한임상뇌전증연구학회”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현재 에필리아의 회원은 만 이천 명을 넘는 명실공히 우리나
라 최대의 뇌전증 포털 사이트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13회에 걸

Yong Won Cho, MD, PhD
President, Korean Clinical Epilepsy Research Society

쳐 에필리아 시민강좌를 개최하였으며, 최근에는 2019년 제8회
뇌전증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학회가 그동안 쌓아온
업적으로 “사이버병동 에필리아 24시”, “에필리아가 들려주는
뇌전증 이야기 및 증보판”, “뇌전증 환우와 가족을 위한 안내서”,
뇌전증 수첩, 뇌전증-에필리아 잡지 등 다수의 서적을 출간 했습
니다.

Corresponding author: Yong Won Cho, MD, PhD
Department of Neurology,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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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환우에게 더 많은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정기영
편집위원장, 에필리아: 뇌전증과 사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Need to more Pay Social Attention and Support to Patients with Epilepsy
Ki-Young Jung, MD, PhD
Editor-in-chief, Epilia: Epilepsy and Community
Department of Neur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뇌전증은 고대메소포타미아 및 이집트 문헌에 기록이 남아있을 만큼 인류의 오래된 질병이다. Epilepsy의 어원은, 고대그리스어인 “epilambanein”에서 유래하였으며, 이는 “신성 혹은 악령에 사로잡
히다”라는 의미로, 고대에서부터 공포나 혐오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다.1
뇌전증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은 병태생리가 규명되고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여전
히 남아있어 뇌전증 환자의 삶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뇌전증 환자는 일
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관계에서 소외되고,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고, 결혼이 어려우며, 운전
이나 보험가입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2,3 이에 뇌전증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차별을 줄이
Corresponding author:
Ki-Young Jung, MD, PhD
Department of Neur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101 Daehak-ro, Jongnogu, Seoul 03080, Korea
Tel: +82-2-2072-4988
Fax: +82-2-3672-7553
Email: jungky@snu.ac.kr

기 위해서는 뇌전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뇌전증 환우를
포용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4 뇌전증은 경제적 문제보다는 뇌전증으로 받게 될 차별과 사회
로부터 받게 될 부정적인 시선을 우려하여 질병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해 병을 숨기고 치료를 받지
않는 소위 치료간극(treatment gap)이 높은 질환이다. 국내 역학 연구에서 뇌전증 환자는 적어도
2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청하고 있으나, 서양보다 높은 사회적 편견과 치료간극을 고려한다면 30여
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5,6 따라서 일반인 뿐만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도 사회적 낙인을 타
파하여 자신감을 갖고 당당히 나설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7
뇌전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뇌전증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 및
정책을 논할 자리가 필요하나, 기존의 수많은 뇌전증 관련 간행물들은 학술적인 측면이나 임상적인
측면에만 주안점을 두었다. 이에 반해 “에필리아: 뇌전증과 사회”는 대한임상뇌전증연구학회 에필
리아에서 발간하는 공식간행물로서 뇌전증의 최신진단과 치료를 포함한 학술적인 측면 뿐만 아니
라, 사회적·정책적 문제, 뇌전증과 연관된 예술과 역사 등 전인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것
이 본 간행물의 주 발간목적이다. 에필리아는 뇌전증을 의미하는 epilepsy와 누구나 차별없이 살기
좋은 이상향을 의미하는 utopia의 합성어로서 뇌전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자 하는 의미이
다. 이러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에필리아: 뇌전증과 사회”는 임상의사 뿐만 아니라 간
호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정책당국, 언론 및 법조계 등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로부터 소중한
의견과 토론을 담을 것이다. 아울러 환자 및 보호자들의 진솔한 경험과 정책적 바람도 원고로 실릴
것이다. 이에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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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ing the development of theories about the functions and structures of our nervous system
yields insights into the mysteries of the brain, neurology, and neuropsychology. This article briefly
summarizes the ancient history of neuroscience. Trepanation, performed since the Neolithic period,
may have been intended to create an escape route for demons inflicting problems on humans , or as a
surgical procedure to drain excess intracranial fluid in patients affected by trauma and epilepsy. The
Edwin Smith Surgical Papyrus, found in Egypt, is believed to be related to Imhotep, the most preeminent healer in Egypt. It presents 48 cases of head injuries and describes the symptoms and signs of the
patients in relation with the foci of brain injuries. Hippocrates, known as the “father of medicine,” represented the golden age of Greece, which witnessed an outpouring of many new thoughts and ideas.
As focus shifted from God to humans, many philosophical approaches incorporated medicine. Hippocrates emphasized that diseases develop by natural causes, not God’s will. The Hippocratic Corpus
encompasses 70 medical texts presumed to originate with Hippocrates and his followers. It also presents 42 real clinical cases. Systematic human dissections were started by Herophilus, the “father of
anatomy,” who dissected hundreds of cadavers and live criminals. Herophilus, working with Erasistratus, also described the cerebrum, cerebellum, and ventricles of the brain. They distinguished between
motor and sensory nerves. However, many still believed that human intelligence lay in the heart, and
the controversy about the location of the human mind continued for many centuries.
Keywords: History; Neuroscience; Ancient

뇌연구의 급격한 발전을 보면 경이로운 느낌마저 든다. 하루하

도 매우 중요하다.

루가 다르게 질병의 새로운 기전이 밝혀지고 치료법이 개발되
고 있다. 물론 아직도 갈 길은 멀다. 그래서 뇌와 우주가 우리
인류가 밝혀 내야 할 마지막 신세계라고들 한다. 이에, 과거 오

인공적 두개골 천공의 발견

랜 기간 동안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가 현재 뇌를 이해하

베네딕트 교의 수도사이면서 고대 유물과 그리스 문자에 대해

고 있는 지점에 이르렀는지, 또 어떤 현자들이 그 길을 탐구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던 Bernard de Montfaucon (1655-

고, 진실을 밝혀내며 우리를 이끌어 왔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비

1741)에 의해서 인공적인 천공이 있는 두개골이 처음 발견된 것

단 흥미로운 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뇌연구의 여정을 나서는데

은 1685년의 일이다. 그러나 이 천공은 잊혀진 채로 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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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Korean Clinical Epilepsy Research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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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년에 Alexander Francois Barbie (1797-1834)에 의해

관심을 끌기는 했으나 정작 왜 이런 천공술이 필요했는 가에 대

다시 비슷한 형태의 두개골이 발견되고, 이 환자가 천공술을 받

해서는 정확한 답을 구하기 쉽지 않다. 유력한 가설 중 하나로는

은 후 최소 수년간 생존했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다시금 주목을

두통, 뇌전증, 또는 정신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시행했다는 설

받기 시작하였다1(천공술 후의 생존기간은 두개골의 치유 정도

이 있다. 즉 두개골에 구멍을 뚫어서 몸 안에 숨어 있는 악령이

로 추정이 가능하다). 본격적으로 인공천공 두개골이 관심을 받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는

게 된 것은 미국의 고고학자이자 신문 편집자인 Ephraim

연기가 항상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악령도 길만 만들어주면

George Squire (1821-1888)가 “잉카 두개골”이라 불리는 인

위로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20세기

공 천공된 두개골을 뉴욕으로 가져와서 소개하고(Fig. 1),2,3 이

에도 아프리카나 태평양 연안에서는 뇌전증, 두통, 정신질환이

후 19세기 후반에 걸쳐 유럽 각국에서 비슷한 형태의 두개골이

있는 경우에 이런 시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5

대량으로 발견되면서부터다.4 프랑스에서만 120개의 천공 두개
5

두개골 천공술에 대한 체계적인 가설로는 Paul Broca (1824-

골이 발견되었고 이 중 상당 수는 신석기 시대까지 그 기원이

1880)와 Victor Horsley (1857-1916)의 설이 유명하다. 브로

올라가, 이 두개골 중 오래된 것은 10,000년 전으로까지 거슬러

카 실어증으로 유명한 Broca는 두개골 천공이 악령이 빠져나가

1

올라간다.

는 길을 만들어 주는 하나의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흥미롭게도 남미 페루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천공된 두개골이
6

들어 소아에서는 양성 뇌전증이 흔하게 관찰되는데 이 때 사람

10,000개 이상 발견되었다. 이 두개골의 대부분은 2,000년 정

들이 두개골 천공술을 시행하여 약령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여

도된 것으로 보이며, 어떤 것은 3,000년 이상 된 것도 있었다.

이 치료를 시도하였으며, 마침 양성뇌전증이었던 환자는 특정

또한 상당수의 두개골은 시기가 다른, 두 개 이상의 천공을 갖고

나이 때를 지나면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되므로 치료가 된 것으

있어 한 번의 천공술 후에도 상당수의 환자들이 생존했음을 알

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두개골 천공이 경막하 출혈 등

5

수 있다.

두개골 천공을 소개하는 논문만 천 여 개에 달할 정도로 많은

에 적용된 고도의 뇌수술이었을 가능성도 제시하였다.7-9
저명한 신경학자로, 런던에 위치한 ‘신경과, 신경외과를 위한
국립병원’의 최초 교수로 임명되었던 Victor Horsley는 두개골
천공이 운동피질이나 함몰골절 주변에 시행된 경우가 흔하고 남
성에게 시행된 경우가 여성에 비하여 4배 정도로 많으며, 왼쪽
두개골에 천공된 경우가 잦은 점(오른손 잡이가 무기로 공격을
하게 되면 왼쪽 부분에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을 들어
전쟁 등의 과정에서 생기는 외상, 또는 외상 후 발생한 뇌전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두개골 천공이 시행된 것으로 해석하였다.10-13
실제로 뇌전증 전문가였던 Horsley는 뇌전증 환자에서 직접 운
동 피질의 일부분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한 바 있다.

고대 이집트의 신경학
고대 유물 거래상이자 이집트 전문가인 Edwin Smith (18221906)가 유명한 ‘수술 양피지(Surgical papyrus)’를 이집트
Luxor에서 구입하여 미국으로 가져온 것은 1862년이다. Smith
는 이 양피지의 해석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 내용
은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1930년에 미국 고고학자이자 역사가
인 James Breasted (1865-1935)가 10년의 노력을 기울인 끝
에 점차 그 정체가 알려지게 되었다(Fig. 2).14 이집트 문자의 해
석에는 1799년에 발견된 Rosetta stone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
였는데, 이 돌은 B.C. 195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집트
상형문자와 더불어, 후기 이집트 민중 문자, 그리고 그리스 어로

Fig. 1. Artificially perforated skull. Incan skull brought by Ephraim
George Squier.2,3
www.jepilia.org

된 번역이 기록되어 있어 고대 이집트 상형문자를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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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dwin Smith Surgical Papyrus: The Academy Papyrus to be
Exhibited at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Press release).

수술 양피지에는 최소한 세 명의 저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
며 최초의 저자는 이집트의 ‘구 왕조(Old Kingdom)’ 또는 ‘피
라미드 시대(3,500~2,500 B.C.)’에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초의 저자는 군대에서 근무한 외과의사로 추정되며, 창, 칼,
또는 기타 무기에 의한 상처에 특히 해박한 지식을 보이고 있다.
이 책은 외상에 관한 가장 오래된 저술로 평가되며, 머리의 외상

Fig. 3. Imhotep figure (Louvre Museum). The hieroglyph in left corner
reads “Imhotep.”

으로부터 시작하여 목, 팔, 다리 등 해부학적 순서를 따라 외상
의 종류와 치료법을 기록했다. 저자들은 상처의 정도를 내가 고

눈과 손의 조화로운 운동의 장애, 그리고 두개 외상과 반대되는

칠 수 있는 상처, 지켜 보아야 할 상처, 그리고 치료 불가 상처

쪽의 상 하지에 마비가 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두개 외

등의 세 가지로 분류해 놓았다. 치료법으로는 봉합, 붕대감기,

상이 있는 환자의 치료로 환자를 앉혀 놓는 것을 권하고 있다.

부목대기, 찜질이 추천되고 있고, 머리와 척추 외상에는 움직임

머리에 외상이 있는 환자를 앉혀 놓는 것이 치료라고 하는 것은

제한, 감염 예방을 위한 벌꿀 사용, 출혈을 멈추기 위한 날고기

언뜻 이해하기 힘들지만 두개내 외상후에 뇌압이 상승하는 것을

사용법 등이 기술되어 있다. 처음 저자가 누구인지는 확실치 않

감안하면 나름 합리적인 시도로 생각할 수 있다.

으나 많은 사람들은 이집트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모텝

이런 증례들을 보면 의술을 시행하는 이집트인들은 뇌의 중요

(Imhotep, Fig. 3: 기원전 28세기~26세기)일 가능성을 높게 보

성을 상당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럼에도 불구

고 있다. 이모텝은 기원전 2650년에서 2600년 사이에 고대 이

하고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심장이 인간 정신의 기원이라고 생각

집트에서 살았던 학자로서 헬리오폴리스의 태양신 ‘라’를 섬기

하고 있었다. 고대 이집트의 ‘사자의 서(Book of the Dead)에

는 대 제사장이었다. 이집트 피라미드의 역사상 건축사에 거론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사람이 죽고 저승에 가게 되면 그 길목에

15

된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다. 생존 당시에는 파라오를 섬기는

서 자칼의 머리를 한 아누비스 신이 심장 무게를 저울로 재서 그

수상이라는 사실을 비롯하여 몇 가지 기록만 있으나 사후 약

사람이 저지른 조의 정도를 평가한다고 한다(이 때 무게가 가벼

3,000년에 걸쳐 신격화 과정을 거치게 되며, 특히 사후 2,200

운 심장이 죄를 덜 저지른 사람의 심장이다. 마치 우리가 죄를

년 이후부터 이모텝이 갖고 있었던 치유 능력이 언급되기 시작

짓고 ‘마음이 무겁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아누비

하였다.

스 옆에는 새의 머리를 한 토트가 심장에게 질문을 하면서 그 답

한편 파피루스에는 최초로 두개 구조물, 경막, 뇌 표면 구조,

을 기록한다.16 미이라를 만들 때에도 간, 폐, 위와 창자는 각기

뇌척수액, 두개강내 맥동 등이 기술되어 있다. 특히 48례의 두

꺼내어 다른 용기에 보관하며 심장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여

개 외상 증례가 기록되어 있는데, 파피루스의 내용으로 보아 저

아예 미이라 몸 안에 남겨두지만 뇌는 코를 통하여 꺼내어서 버

자들은 뇌 외상의 증상에 대하여 상당히 해박했음을 알 수 있다.

렸다고 한다. 이런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여전히 인간 정신의

두개 외상 자리에 따른 신경 증상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원은 심장에 있는 것으로 믿었던 것을 알 수 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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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그리스 역사, 문화와 신경학

개혁이 일어났다. 페리클레스의 시대에 사람들은 자유롭게 투표

그리스 신화에는 의술에 관련된 일화가 있다. 제우스(Zeus)의

결과들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었다. 민주주의가 확대되면서 철

아들인 아폴로(Apollo)는 의학의 신으로 받들어졌으며 반인반

학, 정치, 예술에서 광범위한 변화가 일어났다. 의술에 있어서도

마, 즉 켄타우로스인 케이론(Chiron)을 가르친 스승이었고, 케

환자들은 자신이 받는 치료 방법이나 치료자를 선택할 수 있는

이론은 아폴로로부터 치료와 관련된 마법의 노래와 다양한 약초

권리가 있었고, 의사들 또한 신의 뜻으로 모든 것을 귀결시키기

에 대해서 배웠다. 케이론은 다시 아폴로와 님프 코로니스

보다 자신이 행한 치료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분위기였다.

로 자신들의 정부를 선택하였고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 벌어지는

(Coronis) 사이에 난 아들 아스클레피오스(Asklepios)를 제자

히포크라테스(B.C. 460~370)는 바로 이 그리스 황금기, 페리

로 두어 의술을 전수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재능있는 의사가

클레스 시대의 사람이다. 히포크라테스는 ‘의학의 아버지’로 불

되어 아픈 어린이들을 돌봤고, 그의 딸인 파나케이아(Panacea)

리며 최초로 질병을 미신이나 신들의 행위와는 관련 없는 자연

는 치유와 재활의 비법을, 그의 다른 딸 히게이아(Hygieia)는 청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 히포크라테스의 업적으로 잘 알려진

결과 질병예방에, 그리고 아들인 텔레스포로스(Telesphoros)는

‘Hippocratic Corpus (히포크라테스 전집)’은 히포크라테스와

질병의 회복을, 아스클레피오스의 아내였던 에피오네(Epione)

그 제자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70개의 의학 기록물이다

는 통증을 달래주었다. Asklepios의 치유술은 너무 뛰어나 마침

(Fig. 4).19-22 여러 저자가 섞여 있어 실제로 히포크라테스가 직접

내 죽은 사람을 되살릴 수 있었다. 이 소식은 제우스의 귀에 들

쓴 내용이 어느 것인지 알 수는 없다. 이 전집은 교과서, 강의,

어가 결국 제우스의 번개에 맞아 죽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처

연구, 그리고 기타 노트와 철학적 사고까지 포함하는 방대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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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고대 그리스인들은 의학에 관심이 많았다.

용을 갖고 있다. 특히 42개의 실제 증례가 포함되어 있다. 이 전

고대 그리스 역사는 초기 그리스, 그리스 황금기, 그리고 헬레

집은 어떻게 하면 질병을 예방하고 진단하며 치료할 수 있는 가

니즘의 그리스로 나누며 유명한 히포크라테스(B.C. 466~377)

를 세밀한 관찰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특히 질병의 원인과 치

는 그리스 황금기(B.C. 480~336)의 사람이다(Fig. 4).19-22 기원

료가 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것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전 600~480년경부터 그리스인들은 신과 세계에 대해 생각하는

여기에 뇌가 마음의 기원임을 적시하고 있다.

관점을 달리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쓰여진 서정시는 그 이전

히포크라테스는 또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4체액설을 제시하

에 쓰인 호머의 서사시와는 달리 등장인물들의 감정과 인간 각

였다.19-22 4체액은 혈액, 황색 즙(yellow bile), 흑색 즙(black

자의 개성과 인격을 보여준다. 비록 여전히 신에게 의존적이기

bile), 그리고 담즙(phlegm)으로 구성되며 각기 온도, 습도, 성

는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애도하고, 슬퍼하고 소망할 줄 안다. 자

격 등에 차이가 있고(Table 1), 이 체액 들간의 불균형이 질병을

연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고 자연계에서 인류의 지위에 대한 궁

일으킨다고 설명하였다. 뇌 손상에도 해박한 지식을 보여주는

금증을 가지면서 신에 대한 열망이 느슨해진 반면 인간에 대환

데, 뇌 손상이 다양한 형태의 운동 장애와 마비를 일으키며, 뇌

관심은 점점 더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은 고대 그리스의 한
지역이었던, 지금의 터키 해안지역인 이오니아에서 시작되었다.
이오니아는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온 지역이며 동시에 다
른 문화를 많이 접하여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는 위치
였다. 서정시가 탄생한 곳도 이 곳이고 수학과 균형, 조화를 강
조한 피타고라스(B.C 531~)가 태어난 곳도 이 지역이다. 그리
스 자체가 각각의 독립된 도시 국가로 이루어졌던 것도 하나의
통치철학과 종교에 억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사상을 개척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철학자 탈레스(B.C 635~543)도 이
러한 사고의 개혁을 이끌었다. 그는 신이 지진이나 홍수를 만드
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연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연의 섭리는 ‘물’에 근거한다고
믿었다. 그는 제자들로 하여금 초자연적인 힘에 기대지 않고 그
들만의 철학을 펼치도록 독려하였다. 이 때부터 탈레스 학파는
지구, 불, 공기, 물이 자연의 섭리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다.
드디어 황금기가 도래한 기원전 5세기경, 철학자들의 관심은
우주에서 개인으로 바뀌었다. 그리스의 많은 지역에서 민주적
www.jepilia.org

Fig. 4. Hippocrates (a conventionalized image in a Roman "portrait"
bust, 19th-century engraving) and the cover of Hippocrates’ complete
works (Hippocratic Corpus printed frame sold by Science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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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뇌 운동 신경의 교차

동안 지속되었다. 다만 이렇게 구멍을 뚫는 일은 보조의가 했던

현상을 알고 있어서 예를 들어, 왼쪽 뇌에 손상을 입은 사람이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 시민들은 보통 노예나 외국인들에 육체

뇌전증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 발작은 오른쪽 팔, 다리 등에서 나

노동을 맡기며 이들을 신뢰했고,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 의사들

타남을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뇌전증은 신, 악마나 나쁜 영혼의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이다.

영향이 아니고 뇌 질환의 일종으로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일어

그리스인들은 여러 가지 약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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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수 있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이 뇌전

능하면 어머니인 대자연의 힘으로 병이 낫기를 바랬다. 건강한

증이 가족력을 가질 수 있음도 알고 있었고(현재의 특발성 뇌전

음식, 환경, 운동을 강조하여, 약이나 다른 시술은 보조적인 요

증에 해당), 뇌로 가는 혈관 어딘가가 막혀서 생기는 것이 아닌

법으로 여겼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의사의 역할은 어머니 대자

가 추정하였다(물론 이는 상당히 진실에서 벗어난 추론이기는

연의 역할을 돕는 것이며, 언제 얼마만큼 환자에게 비자연적인

하지만 뇌졸중이 뇌전증의 중요한 한 원인이 됨을 생각하면 그

치료를 행할 것인가 판단하는 것이 그 다음이라고 생각하였다.

리 틀린 말도 아니다). 참고로 당시 뇌전증은 그리스 말로 mor-

무엇보다 환자가 의사로부터 해를 입지 않고 치료되어야 한다는

bus Herculeus (헤라클레스 병)라고 불리는데 그리스 신화에

것을 강조하였다(이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잘 나와 있다. 근본

보면 헤라클레스가 일시적으로 환청과 환시를 경험하면서 자기

적으로 히포크라테스의 치료는 부유하고 교육받은 그리스 시민

자식들을 죽이는 장면이 있고, 이는 아마도 뇌전증발작이었을

에게 적합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의사들은 환자의 의료요청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어 이런 이름이 붙게 되었다.

거절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해서 가난한

4체액설에 근거하여 질병을 바라보는 시각의 한 예를 들면,

이들도 치료했다).

뇌졸중은 머리로 가는 혈관이 갑자기 막히는 현상이라고 봤고,

히포크라테스 전집에는 인간 부검을 했다는 기록은 없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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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운 흑색 즙이 과다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

시 그리스인들의 믿음으로는, 사람의 육신이 쉬지 못하면 영혼

서 치료는 몸을 따뜻하게 해 주는 것이며, 발병 7일 이내에 열이

도 평온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신속하게

발생하면 이 과도하게 많은 차가운 체액이 따뜻해 지면서 회복

땅에 묻고 적절한 의식을 행해야 했다. 그래서 부검 대신에 전쟁

이 시작된다고 생각했고, 열이 나지 않는 사람은 사망 가능성이

터의 병사나 검투사를 관찰하고 그 사람들이 상처를 입어 뼈나

높다고 예측했다(혈관과 관련된 발병기전은 놀라울 정도의 인식

내장이 드러날 때의 모습을 관찰하고 기록하였다. 히포크라테스

을 보여주지만 치료와 관련해서는 의학적 오류다).

의 의학도 환생을 믿고 채식주의를 고수했던 피타고라스 철학에

두부외상(Head trauma)에 있어서도 4체액설이 적용되었다.

영향을 받아 동물 해부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두개골 골절이 개방형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

데모크리토스와 플라톤

다. 큰 개방형 두개골절은 그대로 두도록 했고, 비개방형에 대해
서는 구멍을 뚫도록 권고했다. 두개골에 외상을 입으면 피가 나
서 배출되고 상대적으로 다른 체액들이 축적된다고 믿었다. 이

그리스의 자연철학은 그 뒤로 계속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데모크

렇게 과도해진 체액들이 해로운 농(pus)을 만들고 뇌에 영향을

리토스(Democritos, B.C 460~B.C. 370)는 만물의 기원이 더

미쳐 기능을 방해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두개골에 구멍을 뚫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구성요소, 즉 원자(atom)로 이루어 졌다고

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체액들이 빠져 나오게 하는 치료를 권장

주장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비슷한 시기에 유명한 철학자인 플

한 것이다.25 이러한 수술은 가능한 신속하게 시행하라고 했으며

라톤(Plato, B.C. 429~348)은 인간의 정신이 세 부분으로 구성

중요 혈관들을 피하고, 얼마나 천천히 drilling을 해야 하는지

되어 각기 다른 곳에 있다고 하였다. 지성은 뇌에 있고, 감정과

까지도 알고 있었다. 또한 뇌막염과 같은 감염을 피하기 위해 수

공포는 심장에, 탐욕과 욕망의 뇌는 간이나 창자에 있다고 주장

술용 기구들을 세분화해서 고안했다. 이러한 수술법은 실제로

하였다. 이를 인간정신의 삼위일체(triune)설이라고 부른다. 이

많은 생명을 구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런 이유로 이 수술은 오랫

삼위일체설에 근거하여 뇌가 발달한 사람은 지도자 계급에 어울

Table 1. Hippocrates’ theory of four humors
Temperament

Element

Property

Characteristics

Blood

Substance

Sanguine

Air

Hot and moist

Courage, hope

Yellow bile

Choleric

Fire

Hot and dry

Anger, ambition

Black bile

Melancholic

Earth

Cold and dry

Introversion, sentimentality

Phlegm

Phlegmatic

Water

Cold and moist

Serenity, calm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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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심장이 발달한 사람은 군인이, 장이 발달한 사람은 노동자

데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그는 심장이 인지의 중심이 아니고

에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인간의 정신이 각기 다른 장기에서

펌프 기능을 하는 곳이라고 설명하면서 뇌의 구조물 중에서 대

기원한다는 것은 물론 틀린 이론이지만 인간 정신을 여러 부분

뇌와 소뇌를 구분하였고, 신경과 인대가 다른 것이며, 운동 신

으로 구분하였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경과 감각 신경이 분리되어 있을 것으로 주장하였다. 매우 흥미
롭게도 소뇌의 크기가 클수록 빨리 달린다고 하였는데 이는 소

체계적인 인간 해부

뇌가 운동신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터무니 없는 가설은

체계적인 인간 해부는 헤로필로스(Herophilus, B.C. 335~280)

뇌실일 가능성이 있더라도 인간 대뇌의 복잡한 주름(convolu-

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헤로필로스는 ‘해부학의 아버

tion)의 정도가 지능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이다.

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인간 해부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
26-28

아니라 볼 수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인간 지성이 존재하는 곳은

또한 에라시스투라투스는 의사로서도 명성이 높았는데 안티

칼세돈에서 태어나 쭉 알렉산드리아를 떠나지 않았던

오쿠스라는 청년이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서 기운을 차리지 못

헤로필로스는 수백 개의 시체를 해부하였을 뿐 아니라 살아있는

할 때 한 아리따운 여인(사실은 의붓 어머니)이 방에 들어오자

인간에 대한 해부도 시행했다고 전해진다. 여기에는 알렉산더의

환자의 맥박이 빨라지는 것을 보고 상사병(lovesickness)으로

동방원정에 참여하였던 마케도니아 장수로서 나중에 이집트의

진단하였다고 한다(Fig. 4).

였다.

지배자가 되는 톨레미 1세(Ptolemy 1st, B.C. 366~283)가 많
은 도움을 주었다. 그는 의학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는 동시에
본인의 업적을 남기기 위하여 헤로필로스에게 살아있는 죄수들

심장인가 뇌인가

을 해부용으로 제공하였다. 헤로필로스가 살아있는 죄수를 해부

뇌가 육체의 중심이라는 주장은 히포크라테스가 사망한 뒤 더

한 숫자가 600개에 이른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왕성한 해부

힘을 얻었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다. 기원전 4세기

로 인하여 헤로필로스와 동료인 에라시스트라투스는 후세에 알

의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C. 384~322)는 코끼리를

렉산드리아의 도살자(butcher)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그러나

포함하여 총 49종의 동물 해부를 하고 관찰한 결과 심장은 스

헤로필로스가 많은 해부를 체계적으로 시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스로 뛰고 피를 담고 있는 반면 뇌는 취약하고 혈액을 갖고 있

살아있는 죄수의 해부를 실제로 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지도 않다는 점에서 심장이 인간의 지성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논란이 되고 있다.29 이러한 생체 해부의 기록은 2세기 그리스

주장하였다.9 특히 뇌가 구불구불하게 주름이 많은 것(뇌 피질

사람인 셀수스(Celsus)의 문헌을 통해서만 확인되고 있다. 그러

의 convolution)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뇌의 역할은 심장에서

나 셀수스가 헤로필로스보다 200년 후의 사람인 것을 생각하면

발생하는 열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라디에이터와 같은 것이라고

이 기록의 진위를 가리기도 쉽지 않다. 톨레미 3세에 이르러서
는 종교에 기울어지는 사회 분위기로 이러한 해부 연구는 더 이
상 발전하지 못하였다.
실제적인 실험 정신을 강조한 헤로필로스는 시신경과 안구운
동신경의 기능을 알아냈으며, 뇌척수액으로 차 있으면서 비어
있는 공간인 뇌실(ventricle of brain)을 인간 지성이 위치하는
곳으로 생각하였다. 이는 아마도 뇌실이 뇌 중앙에 위치하므로
가장 중요한 구조물일 것이라는 추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뇌에서 기원하며 혈액과 같이
움직이는 pneuma라고 불리는 물질이 신경전달을 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알렉산드리아에 해부학 학교를 설립한 헤로필로스
의 업적은 이 후 갈렌에게로 이어지며, 실제로 이 두 사람이 밝
혀낸 해부학, 특히 신경해부학에 대한 업적은 오랜 세월 후 베
살리우스가 나타날 때까지 별로 추가된 내용이 없을 정도로 정
교하였다.
헤로필로스의 동료인 에라시스트라투스(Erasistratue, B.C.
304~250)는 해부학자이자 시리아 니카토 1세의 왕실 의사였
다(Fig. 5).30 헤로필로스와 더불어 뇌의 구조와 기능을 밝히는
www.jepilia.org

Fig. 5. Erasistratus, who worked actively as a great doctor, diagnosed
Antiochus, who was a son of the King of Syria. He diagnosed
Antiochus as lovesick after observing that Antiochus’ pulse became
more rapid when Antiochus saw his step-mother Stratonice.
According to the legend, the King of Syria allowed the union of his
wife and son, to prevent him from dying of lovesickness.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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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러한 생각의 영향으로 유럽에서 르네상스 시대까지
도 인간 지성의 중심이 뇌냐, 심장이냐의 대립구도가 이어지게
된다. 현재는 당연히 뇌가 인간 지성의 근원임을 알고 있으나,
여러 낱말들을 보면 과거의 심장근원설의 영향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 ‘가슴이 찢어지게 슬
프다’, ‘가슴에 새기겠다’등이 그 예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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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epilepticus (SE), an increasingly recognized neurological issue in the clinical setting, is the
second-most frequent life-threatening neurological emergency following stroke. SE has a high mortality rate that is largely contingent on the duration of SE before initial treatment, the etiology of SE,
and the patient’s age. SE can be divided into four stages: (1) impending SE, (2) established SE, (3)
refractory SE, and (4) super-refractory SE. Different therapeutic strategies are applied in each stage.
This review provides up-to-date information on the pharmacotherapy of SE. The treatment of SE is
evolving as new medications have become available. Three new preparations—fosphenytoin, rectal
diazepam, and parenteral valproate—have implications for the management of SE. However,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have shown that benzodiazepines should be the initial pharmacological
therapy in patients with SE, and despite the paucity of clinical trials comparing medication regimens
for acute seizures, there is a broad consensus that immediate diagnosis and treatment are necessary
to reduce the morbidity and mortality of this condition. Recent data suggest that midazolam and
propofol may substitute for phenobarbital or other long-acting barbiturates to reduce the duration
of sedation. Nonconvulsive SE is diagnosed with increasing frequency, as electroencephalographic
(EEG) monitoring is performed more often in various clinical situations. In patients with persistent
alteration of consciousness with no clear etiology, physicians should obtain an EEG rapidly to identify potential SE. Physicians should rely on a standardized protocol for the management of SE to improve the care for this neurological emer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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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개정된 정의에 따르면 ‘뇌전증지속상태는 발작 중단 기전 혹은
기전 개시의 실패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긴(t1의 시간을 넘는) 발

뇌전증지속상태(status epilepticus, SE)는 뇌졸중에 이어 두 번
1

작이 나타나는 상태’이며, ‘발작의 종류와 지속기간에 따라(t2의

째로 흔한 신경과적 응급상황이다. 뇌전증지속상태의 고전적

시간 이후에는) 신경세포 사망, 신경세포 손상, 신경세포 네트워

정의는 ‘충분한 기간 동안 지속되거나 충분히 자주 반복되어 고

크의 변화를 포함한 장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상태’이다.3 두

2

정적이고 지속적인 뇌전증 상태를 만드는 발작’이다. 2015년

가지 정의 모두 개념적 정의로, ‘충분한 기간’ 혹은 ‘비정상적으

ILAE Task Force on Classification of Status Epilepticus의

로 긴’ 시간(t1)과 장기 결과를 초래하는 시간(t2)에 대한 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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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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하다. 다만, 전신경련뇌전증지속상태(generalized convulsive SE, GCSE)의 경우 현재로서는 t1은 5분, t2는 30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기서 t1과 t2의 개념은 각각 발작이 자발적
으로 멈추지 않는 시기와 병리현상이 나타나 일정한 후유증을
동반하는 시기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경련뇌전증지속상태는 시
간 경과와 치료 반응에 따라 초기 뇌전증지속상태(early SE,
5-10분), 확립된 뇌전증지속상태(established SE, 10-30분),
난치성 뇌전증지속상태(refractory SE, 1차 및 2차 치료에도 불
구 발작이 지속되는 상태), 초난치성 뇌전증지속상태(super-refractory SE, 24시간 경과)의 네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 단계에 따라 치료 전략이 사용된다(Table 1).

1. Pre-hospital treatment
141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lorazepam 비강

Table 1. Classification of status epilepticus (SE)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criteria of ILAE
Primary generalized focal onset
(Primary) Tonic-clonic SE
(Focal to bilateral) Tonic-clonic SE
Generalized absence SE CPSE
Atypical absence SE SPSE
Generalized myoclonic SE EPC
Generalized clonic SE Rolandic SE (RSE)
Generalized tonic SE
Atonic SE
Electrical SE during Sleep (ESES)
Minor SE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convulsion
Convulsive SE vs. Non-convulsive SE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progression of convulsive SE
Overt SE vs. Subtle SE

내 투여가 lorazepam 정맥투여에 비해 투여 10분 이내의 발작
소실 측면에서 열등하지 않았다.4 또한 기존에 시행된 prehospital treatment 연구인 Rapid Anticonvulsant Medication

과하면 혈압이 감소한다. 이때는 뇌의 자동성도 상실되므로 혈

Prior to Arrival Trial (RAMPART)에서는 midazolam 근주가

압이 뇌혈류의 유일한 결정요소로 작용한다.7 따라서 혈압의 적

5,6

lorazepam 정맥투여의 효과와 대등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절한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절박 뇌전증지속상태(impending SE)의 치료에 있

SE에서는 다양하고 많은 양의 약물투여가 불가피하여 정맥주

어 lorazepam 정맥투여 혹은 비강내 투여, 그리고 midazolam

사 경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때 환자의 발작의 종류를 파악하

근주가 가장 효과적인 치료로 판단되며, 병원 도착 전에 더 빠른

여야 한다. 즉, GCSE인지 복합부분뇌전증지속상태(Complex

약물 투여가 established SE 로의 진행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partial SE, CPSE)를 포함한 비경련뇌전증지속상태(Non-con-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준 의료 인력(paramedical personnel)

vulsive SE, NCSE)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예후 및 치료의 응급여

에 의한 조기치료의 가능성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도 mid-

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하다(Table 1). 또한 반복적인 발작인지 지속

azolam 근주 혹은 비강내 투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적인 발작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후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
실검사와 병행하여 치료를 시작한다. 만일 기존의 뇌전증 병력을

2. Impending status epilepticus (Table 2, 3)

갖고 있는 환자라면 투약유무를 파악하여야 하며 이때 혈액의 약
물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정맥주사는 등장성 식염수(isotonic

SE의 치료는 환자의 기도확보, 산소공급 및 정맥 혈관 확보

saline)로 하며 저혈당의 가능성이 있다면 즉시 50 mL의 50%

(ABC-airway, breathing and circulation)로 시작한다. 특히

포도당을 주사한다. 포도당은 경험적으로 주사하며 이때는 베르

SE는 호흡유지가 중요하다. 그 이유는 흥분되고 대사가 증가된

니케뇌병증(Wernicke encephalopathy)을 예방하기 위하여 티

뇌에 경도의 저산소증이 쉽게 뇌손상을 야기할 수 있고 항경련

아민을 포도당 주사와 함께 투여한다. 산소공급 후에는 기도가

제가 호흡부전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관내 삽관

잘 확보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동맥혈검사를 시행한다. 산

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특히 benzodiazepine과 barbiturate가

증(acidosis), 발열, 고혈압 등은 초기 SE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

함께 사용되는 경우나 마취제가 사용되는 경우는 꼭 필요하다.

다. 전산화단층촬영(computerized tomography)등의 영상진

만일 경련으로 삽입이 곤란한 경우는 속효성 근이완제

단은 환자가 안정화된 이후에 시행하도록 한다.

(short-acting muscle relaxant)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눈으

뇌파감시(EEG monitoring)는SE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이

로 보이는 경련이 소실되었다고 하더라도 뇌파상의 뇌전증모양

나 불가능한 경우라면 적어도 발작이 중단되었지만 의식이 회복

방전에 의한 신경흥분성 신경손상과 난치성 SE로의 발전 가능

되지 않는 경우, 주기편측뇌전증모양방전(periodic lateralized

성이 항상 있으므로 특히 근이완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지속적인

epileptiform discharge, PLED)을 포함한 모든 발작활동(ictal

뇌파검사가 필요하다. SE 동안에는 여러 생리현상들이 변화하

activity)의 중단 후 적어도 30분 이상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음

는데 일반적으로 SE 초기에는 혈압이 오르다가 15-30분이 경

을 확인하여야 한다. 1998년의 한 연구에서는 치료로 발작이 중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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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E treatment protocol
Time(min)
0

5

10–20

30–40
40–60

Treatment
Appropriate diagnosis to SE (repetitive seizures without recovery of consciousness, seizures lasting more than 5 minutes: history taking and
physical/neurological examination)
Check vital sign and airway management, O2 supply, blood pressure/EKG/SpO2 monitoring
Keep IV line, normal saline IV infusion, blood sugar test, blood sampling (ABGA, CBC, Electrolyte, Ca, Mg, BUN, Cr, Lactate, ammonia, cardiac marker, LFT, CK, CRP, AED level)
Thiamine 100 mg IV bolus infusion, followed by 50% glucose 50 mg IV bolus infusion
Lorazepam (0.1 m/kg) IV bolus (<2 mg/min), 1 additional injection is possible
If the seizures persist, secondary medications should be administrated (one or combination of the following medications can be administrated)
Phenytoin (20 mg/kg) IV bolus infusion (<50 mg/min, vital sign and EKG monitoring)
Fosphenytoin (30 mg/kg) IV bolus infusion (<150 mg/min, vital sign and EKG monitoring)
Valproic acid (30 mg/kg over 10 min) IV bolus infusion
Levetiracetam (50 mg/kg) IV bolus infusion (<500 mg/min)
Lacosamide (400 mg over 5 min) IV bolus infusion
Check the EEG rapidly
If possible, perform the Brain CT or diffusion MRI
If the seizures persist, intubation should be performed, followed by Phenobarbital (20 mg/kg) IV bolus infusion (<100 mg/min)
Anesthetic drugs
Midazolam (0.2 mg/kg load, followed by a continuous IV infusion at 0.1–2 mg/kg/h to maintain a burst-suppression pattern on the EEG)
Propofol (1–2 kg/kg load, followed by a continuous IV infusion at 2–12 mg/kg/h to maintain a burst-suppression pattern on the EEG)
Pentobarbital (5–15 mg/kg load, followed by a continuous IV infusion at 0.5–5 mg/Kg/h to maintain a burst-suppression pattern on the EEG)
Thiopental (2–7 mg/kg load, followed by a continuous IV infusion at 0.5–5 mg/Kg/h to maintain a burst-suppression pattern on the EEG)
Ketamine (1.5–4.5 mg/kg load, followed by a continuous IV infusion at 2.75–5 mg/kg/h to maintain a burst-suppression pattern on the EEG)
Maintain electrographic seizure control or EEG suppression during 24–72 hours, followed by dose down slowly
Vital sign, EKG, respiration monitoring, Start long-term video EEG monitoring

단된 환자의 20%에서 뇌파상의 지속적인 뇌전증모양방전이 관
8

찰되었다.

mg/kg 정맥주사하고, 이후에도 중단되지 않으면 5-10 mg/kg
를 추가로 투여한다. 이때 기존의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Impending SE에서의 항경련제의 투여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금기이며 40세 이상 특히 노인환자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

정맥투여를 원칙으로 한다. 현재까지의 항-SE 약물은 크게

되는데, 혈압이 90/60 이하로 떨어지거나, Q-T interval이 증

benzodiazepine이나 barbiturate로 대표되는 GABAergic

가되거나, 부정맥이 나타나거나 하면 속도를 감소시킨다. 최근

drug과 phenytoin과 같은 Na+-channel blocker가 주로 사

에는 심혈관계 부작용은 적고 효과는 유사하다는 이유로 val-

용되었다. Benzodiazepine은 SE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치료제

proate가 추천되기도 하며 levetiracetam, topiramate 등의

로 gamma-aminobutyric acid (GABA)-A 수용체에 작용하여

항경련제가 효과적인 경우도 적지 않으며 lacosamide, bri-

염소 이온의 전도를 높여 억제성 신경전달을 항진시킨다. Lora-

varacetam, perampanel 등도 유용할 것으로 보고된다. 이 시

zepam, midazolam, clonazepam, 혹은 diazepam 정맥투여

기에는 다양한 항경련제의 복합투여가 부가요법으로 사용될 수

가 흔히 사용되나 lorazepam이 일차약으로 추천되며 반복투여

있다. 이때는 비진정성(non-sedating)항경련제의 정맥 주사 혹

도 가능하다. Lorazepam은 다른 약제에 비해 지질 용해성이

은 비위관을 이용한 경관투여가 가능하다.

덜하여 말초조직으로의 체내 재분비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이
는 높은 지질친화성을 보이는 diazepam과 대비된다. 이 중 국

3. Established status epilepticus (Table 3)

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정맥내 clonazepam의 경우 Alvarez
등의 연구에서 lorazepam 정맥 투여 보다 refractory SE의 발

Benzodiazepine으로도 경련이 지속되는 경우 일단 확립된 뇌

생 억제에 있어 효과적이었으나, 이 연구 대상군에서 loraze-

전증지속상태(establishedSE)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pam이 최적 용량보다 적게 투여되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차 치료로서 benzodiazepine에 반응하지 않는 뇌전증지속상

9

요한다. 만일 lorazepam으로 SE를 효과적으로 중단시키지 못

태에서는 phenytoin, valproate, phenobarbital, levetirace-

하는 경우에는 심전도 모니터링과 병행하여 phenytoin을 20

tam, 혹은 lacosamide의 부하용량을 정맥내로 투여하는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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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low chart for treatment of status epilepticus
Early Status Epilepticus: Stage I
Intravenous (IV) route available:
– Lorazepam 0.07 mg/kg (usually 4 mg) IV bolus (maximum rate 2 mg/min); if necessary can be repeated once.
OR
– Diazepam 5–10 mg IV bolus (maximum rate 5 mg/min); if necessary can be repeated once up to 20 mg.
OR
– Clonazepam 1 mg IV bolus (maximum rate 0.5 mg/min); if necessary can be repeated once after 5 min.
If IV route is difficult or not possible:
– Midazolam 10 mg buccal (5 mg in the elderly or in patients < 50 kg); if necessary can be repeated once after 10 min. Alternatively, use 10 mg/2 mL injection via buccal route.
OR
– Midazolam 10 mg intramuscularly (5 mg in the elderly or in patients < 50 kg); if necessary can be repeated once after 10 min.
OR
– Diazepam 10 mg rectal (5 mg in the elderly or in patients < 50 kg); if necessary can be repeated once after 10 min.
Established Status Epilepticus: Stage II
– Phenobarbital 10 mg/kg (range 10–20) IV bolus infusion at a max. rate of 100 mg/min.
OR
– Phenytoin 18 mg/kg (range 15–20) IV bolus infusion at max. rate of 50 mg/min.
OR
– Fosphenytoin 15 mg PE/kg (range 15–20) IV bolus infusion at max. rate of 100 mg PE/min.
OR
– Valproate 30 mg/kg (range 15–30) IV bolus infusion at 3–6 mg/kg/min.
OR
– Levetiracetam* 30 mg/kg (range 30–60) IV bolus infused over 10 min.
OR
– Lacosamide* 200–400 mg IV bolus infused over 3–5 min.
Refractory Status Epilepticus: Stage III
The following drugs need to be administered by a neurointensivist/experienced anaesthetist in an intensive care unit setting:
– Propofol 2 mg/kg IV bolus infusion, repeated if necessary, and then followed by a continuous infusion of 5–10 mg/kg/h initially, reducing to a dose sufficient
to maintain a burst-suppression pattern on the EEG (usually 1–3 mg/kg/h).
OR
– Thiopental 100–250 mg IV bolus infusion giver over 20 s with further 50-mg boluses every 2–3 min until seizure control, followed by a continuous IV infusion at a dose sufficient to maintain a burst-suppression pattern on the EEG (usually 3–5 mg/kg/h).
OR
– Pentobarbital 5–15 mg/kg IV bolus, followed by a continuous IV infusion at a dose sufficient to maintain a burst-suppression pattern on the EEG (usually
0.5–3 mg/kg/h).
OR
– Midazolam 0.1–0.3 mg/kg IV bolus infusion at max. rate of 4 mg/min initially, followed by a continuous IV infusion at a dose sufficient to maintain a burstsuppression pattern on the EEG (usually 0.05–0.4 mg/kg/h).
After seizure control has been achieved for at least 12 h, the drug dosage should be slowly reduced over a further 12 h. If seizures recur, the anesthetic agent
should be administered again for another 12 h, and then withdrawal attempted again. This cycle may need to be repeated every 24 h until achievement of seizure control.
Continuous EEG monitoring is indicated to assess level of anesthesia (burst-suppression pattern) and abolition of ictal discharges after drug withdrawal.
Super-Refractory Status Epilepticus: Stage IV
No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are available in the literature to inform about the use of any drug in the treatment of super-refractory status epilepticus.
Maintain the use of anesthetic drugs used in Stage III
Consider the use of:
– Ketamine* 1–3 mg/kg IV bolus, followed by a continuous IV infusion at a dose sufficient to maintain a burst-suppression pattern on the EEG (usually up to 5
mg/kg/h).
As second-line therapy consider:
– Hypothermia* levels of hypothermia uncertain, usually target temperatures between 32 and 35°C continued in the first instance for 24–48 h;
– Magnesium infusion* dose of 2–6 g/h to obtain a serum level of 3.5 mmol/L;
– Pyridoxine infusion* (in young children): 180–300 mg;
– Immunologic therapy* high-dose steroids (1 g/day in adults) over 3 days and continued at lower doses (1 mg/kg/day) over 1 week; in addition, course of IV
immunoglobulin (0.4 g/kg/day) over 5 days or plasma exchange;
– Ketogenic diet*;
– Emergency neurosurgery* (including focal resection, multiple subpial transection, corpus callosotomy, and hemispherectomy, even in combination).
As third-line therapy consider:
– Electroconvulsive therapy*;
– Cerebrospinal fluid drainage*.
*No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available in the literature to inform about the use of this drug/procedure in this stage of status epilepticus.
Adapted from Trinka (2015).31
14

www.jepilia.org

Epilia: Epilepsy Commun 2019;1(1):11-17

가 사용된다. 이들 약제에 대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는 아직 미진

학적인 변화를 감안하면 SE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제안도 있

한 설정이다. 그 중에서 최근 두 개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있

다.18 유사하게 perampanel이나 levetiracetam이 초기부터 투

었는데, Muldlamuri 등은 GCSE에서 lorazepam 이후 2차 치

여된다면 SE 치료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또

료로서 phenytoin과 valproate, levetiracetam을 비교하였

한 약물 치료 외에 ketogenic diet, 면역 조절 요법, 저체온 치료

10

다. 2차 치료에 실패할 경우 다른 약제가 2차 치료로 사용되는
연구 구조였는데, 2차 치료에서 세 가지 약제의 효과와 안전성은
6

등을 고려할 수도 있다.
SE가 조절된 후에 모든 환자에서 항경련제를 유지할 것인지에

차이가 없었다. Chakravarthi 등은 lorazepam 이후 2차 치료

대하여는 아직 의문에 있다. 최초의 뇌전증이 SE로 발현되었거

로서 levetiracetam과 phenytoin을 비교하였는데, 역시 효과

나 대사성 질환에 의하여 나타나는 SE의 경우 모든 환자에서 예

11

와 안전성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700명 이상의 환자가 포함

방적인 목적의 항경련제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SE가

된 22개의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valproate는 75.7%

기존의 뇌전증환자에서 나타났거나 뇌병변에 의하여 이차적으

(95% CI 63.7–84.8), levetiracetam은 68.5%, (95% CI 56.2–

로 나타났다면 지속적인 항경련제 치료가 필요하다.

78.7), phenobarbital은 73.6% (95% CI 58.3–84.8), phenytoin은 50.2%에서 발작 조절을 보였다.12 현재까지의 연구들을

5. Non-convulsive status epilepticus

종합해볼 때 valproate, levetiracetam, phenobarbital, phenytoin 중 어느 한가지 약제가 다른 것들에 비해 우월하다는 결

비록 대부분의 NCSE에서 심각한 신경세포 손상의 증거는 명확

론은 낼 수는 없으나, 비록 통계적 유의성이 높지 않아도 효과 면

하지 않지만, 일부의 보고에서 나타나는 장기간의 기억장애와

에서 valproate에 좀 더 긍정적인 수치들을 보이고 있다. La-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는 NCSE 환자의 사망률 증가는 NCSE 역

cosamide는 2차 약제로서 타 약제와의 비교된 연구는 전무한

시 GCSE와 유사하게 치료하여야 함을 증명한다. 또한 장기간의

실정이다.

NCSE는 뇌손상 뿐 아니라 두부외상, 감염, 흡인성 폐렴 등의 위

다음 단계로는 phenobarbital이 흔히 사용되었으나 최근에

험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명백한 전신경련뇌전증지속상태

는 midazolam이나 propofol 등의 정맥마취제가 흔히 사용된

(overt GCSE)로 이행될 위험성을 갖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치료

다. phenobarbital은 부하 용량으로 15-20 mg/kg가 일반적이

가 필요하다. 또한 노인에서 NCSE가 흔하고 임상적으로 초기에

나 난치성(intractable)인 경우 고용량이 사용될 수도 있다.

적절한 진단이나 치료경과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 뇌파

Midazolam이나 propofol 등은 부하 주사 후 뇌파 감시 하에

감시는 치료에 필수적이다.

지속적인 정맥주사를 하며 용량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보고에 따른 위험인자로는 (1) 장기간의 지속적인

NCSE에서 마취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는 아직

NCSE, (2) 감염, 대사장애, 저혈압 등의 전신적인 요인을 동반한

논란이 있다.

NCSE, (3) 뇌졸중 등의 국소적인 병변을 동반한 NCSE, (4) EEG
상 빠른 뇌전증모양방전을 보이는 NCSE 등이며 이들 환자는 위

4.Refractory and super-refractory status epilepticus
(Table 3)

험한 환자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19 대부분의 NCSE는 쉽게 치료
되지만 초기치료에 불응성을 보이는 경우 난치성의 SE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NCSE의 경우 의식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

Refractory SE에서의 주된 치료는 thiopental, pentobarbital,
13

midazolam, propofol과 같은 정맥 마취 약제들이다. 두 가지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에 따르면 어느 한 약제도
14,15

는 전신마취제나 정맥마취제의 사용으로 합병증 및 사망률을 높
일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소발작뇌전증지속상태(absence SE, ASE)의 경우 benzodi-

결국 각각의 약제

azepine으로 대부분 쉽게 치료되며 기타 barbiturate, etho-

가 가지고 있는 작용 기전과 부작용을 고려하여 개개 환자에게

suximide 등도 효과적이다. 급성 benzodiazepine금단에 의한

적절한 약제를 선택하여야 한다. 한 가지 마취 약제로 치료가 실

ASE는 benzodiazepine혹은 barbiturate의 단기치료에 잘 반

패할 경우 다른 치료를 필요로 하는데, 유일한 N-meth-

응한다.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valproic acid가 유용하

yl-D-aspartate (NMDA) 길항제인 ketamine이 주목을 받고

게 사용되기도 한다.20

다른 것에 비해 우수하다는 근거는 없었다.

있다. 한 후향적 다기관 연구에 따르면 58명의 환자에서 나타난

CPSE는 phenytoin이나 benzodiazepine, barbiturate 정맥

60건의 뇌전증지속상태 중 12%에서 ketamine 투여에 의해 발

주사에 잘 반응하며 carbamazepine 경구약제를 사용할 수도

16

작이 완전히 조절되었다. 소아 환자에서 ketamine 투여가 다

있다. 그러나 CPSE의 경우 스스로 발작이 멈추는 경우도 있지만

17

른 마취 약제 사용시에 비해 기도 삽관률을 낮추기도 하였다.

대부분 재발되는 경향이 높고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는 많

Ketamine을 좀 더 빨리 사용하는 것이 신경 내 수용체의 역동

지 않다. 사실 NCSE에서 GCSE와 유사하게 고용량 pheno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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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al, midazolam, propofol 혹은 pentobarbital이 필요한 경
21

들에도 불구하고 약물 치료의 큰 틀을 바꿀 만한 결과는 없었으

우는 드물다. 이러한 경우 topiramate나 levetiracetam 의 병

며, 특히 2차 약제에 대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들이 필요한 상황

용투여가 유용할 수 있다.

이다. 약물 치료 이외에도 면역 조절 요법, 마그네슘, 저체온 치

NCSE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치료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

료 등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 정맥마취제의 사용이 NCSE의 치료에 더 유용하기는 하지만
치료제로 인한 부작용은 NCSE치료에서는 중요하게 고려할 점
이라고 할 수 있다.22 Litt 등(1998)의 연구에서 정맥내 benzodiazepine을 이용하여 중환자실에서 적극적으로 치료한 군이
일반병실에서 치료한 군에 비하여 이환율(morbidity)이 더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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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였더라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할 것이다.23

6. 항경련제의 부가요법
난치성 뇌전증지속상태(Refractory SE, RSE)에서의 중요한 이
슈는 SE에서 보조적(adjunctive)으로 사용되는 항경련제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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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에 관한 문제다. 기존의 고식적인 항SE치료는 1차 치료제,
2차 치료제, 3차 치료제 등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최
근의 치료는 항경련제의 복합투여가 초기부터 이루어지고 있으
며 대부분의 RSE에서는 이미 4-5가지 이상의 항경련제가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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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는 초기의 phenytoin이나 valproic acid 혹은 levetiracetam 등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다른 항경련제가 부가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임상적으로는 이미 levetiracetam,24 topiramate, lacos25

26

amide, oxcarbazepine, perampanel 등이 이러한 목적으
로 사용되고 있으나 randomized-controlled trial에 의한 증거
는 없다. 이론적으로는 perampanel이나 ketamine의 조기투
여가 RSE로의 진행을 억제하거나 SE의 조기치료에 유용할 수
있으며 levetiracetam도 신경전달물질 발현을 조절하여 SE의
지속이나 악화를 막아줄 가능성이 있다. 의식을 저하시키는 항
SE 치료제가 합병증을 더 잘 일으키고 사망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의 부가요법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다.27-29

결론
현재까지 SE의 약물치료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며, 뇌파
상의 뇌전증모양방전의 소실을 기준으로 하면 모든 1차 약제의
치료효과가 명백한전신경련뇌전증지속상태(overt SE)에서는
70% 이하, 미세전신경련뇌전증지속상태(subtle SE) 환자군에서
는 25% 이하의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30
SE는 특성상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쉽지 않거나 윤리적으로
부적절할 수 있다. 특히 SE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refractory 혹은 super-refractory SE의 치료는 무근거
(evidence zero)의 영역이라 불리기도 한다. 최근의 여러 연구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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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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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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Korean Clinical Epilepsy Research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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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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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Perceptions existed about epilepsy in the ancient Greco-Roman civilization, which is referred to as the primordial age of modern medicin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ideas of
the ancient Greeks and Romans about epilepsy through an investigation of relevant myths that reflected their culture.
Methods: We used the keywords ‘Greek mythology,’ ‘epilepsy,’ ‘seizure,’ ‘Roman mythology,’ and ‘myth’
in English and Korean to search Google and PubMed for information on epilepsy and seizures in
Greek and Roman mythology.
Results: The ancient Greeks regarded epilepsy as a “sacred disease,” and considered it to be a punishment caused by the curses of various gods, especially the goddess of the moon, Selene or Artemis. The
story of Cydippe deals with the illness caused by the curse of the goddess of the moon, and the features
depicted in the story resemble the symptoms of epilepsy. Furthermore, the stories of Pythia, Hyacinthus, and Hercules seem to be metaphors for the symptoms of epilepsy.
Conclusions: The descriptions of epilepsy and seizures in Greco-Roman myths are diverse, and can
be thought of as an accumulation of the ancients’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epilepsy. This can be
interpreted from a medical point of view as underscoring the significance of epilepsy and seizures.
Keywords: Epilepsy; Seizure; Greek mythology; Roman mythology; Myth

서론

고 생각했었다.4 뇌전증 혹은 발작(seizure) 증상에 대한 최초의

뇌전증(Epilepsy)은 가장 흔한 신경학적 질환 중 하나로서, 전세

남아 있을 만큼, 뇌전증에 대한 인식은 오래되었으며, 이 질환의

계적으로 3천 9백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질환을 갖고 있는 것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5 현대

으로 알려져 있다.1,2 현대 의학에서는 뇌파를 비롯한 다양한 의

의학의 원류라고 불리는 고대 그리스 시대 사람들도 뇌전증의

학 검사 방법에 의해 뇌전증이 뇌신경세포의 일시적이고(드물게

현상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으며, 뇌전증의 영단어인 ‘Epilep-

지속적이기도) 불규칙적인 이상흥분현상과 이상동기화현상에

sy’의 어원 역시 고대 그리스어인 ‘Epilambanein (ἐπιλαμβάν

의하여 발생한다는 것이라고 밝혀졌으나,3 과학 기술이 발달하

ειν)’에서 비롯되었다. 이 단어의 뜻은 ‘잡다’, ‘붙잡다’, 또는

지 않았던 과거에는 ‘신’이나 ‘악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

‘괴롭히다’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고대인들이 뇌전증의 원인

묘사가 기원 전 2,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문명 시대의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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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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신에 의해 발생한 병, 혹은 신성한 병(Sacred disease)’이라

그러나 키디페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다른 남자들과

6

고 생각했기에 지어진 이름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신들의 이

약혼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상한 증상들(창백하게 질리며 발

야기인 ‘그리스-로마 신화’ 속에서도 뇌전증에 대한 묘사들을 많

작하거나, 일곱 달 동안 열에 시달려 몸져 눕거나, 죽을 만큼 심

이 발견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그리스-로마 신화 속에 등

한 냉기를 겪는 등)에 시달리게 되었다.8 결국 아르테미스 여신

장하는 뇌전증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고대인들의 인

을 걸고 한 맹세가 문제란 것을 알아낸 키디페의 아버지가 그녀

식을 알아보고 현대인의인식과 비교해보고자 한다.

를 아콘티누스와 결혼시키고, 이후 모든 이상 증상이 사라지게
된다. 아르테미스는 달의 여신일 뿐만 아니라, 처녀성과 사냥의

방법

여신이고, 복수와 갑작스러운 죽음(특히 출산 직후 젊은 여성의

그리스-로마 신화 속 뇌전증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Google

젊은 여성이 뇌전증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아르테미스 여신에

과 PubMed에서 자료를 검색하였으며, 영문으로 ‘Greek my-

게 헌금을 바쳐야 한다고 생각했다.9 이러한 생각은 중세 시대

thology’, ‘Epilepsy’, ‘Seizure’, ‘Roman mythology’, 그리고

에도 지속되었으며, 현대까지도 그러한 생각이 어느 정도 남아

‘myth’라는 키워드를 자료 검색에 사용하였다. 한글로도 ‘그리

있었다. 특히 젊은 여성의 뇌전증 발작과 달의 연관성을 현대의

스-로마 신화’, ‘뇌전증’, ‘발작’, 그리고 ‘신화’라는 키워드를 사

학적 관점으로 보면, 에스트로겐(estrogen)과 프로게스테론

용하여 관련 문헌에 대하여 검색하였다. 이 검색을 통해 발견한

(progesterone)의 신경생리와 관계된 월경뇌전증(Catamenial

그리스-로마 신화 속 신, 인물, 그리고 사건에 관련된 정보를 추

epilepsy)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10 고대인들은 이러한 여성 호

가로 검색하여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얻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르몬과 관련된 뇌전증의 병리 기전을 몰랐기에 막연히 달의 여

그리스-로마 신화 속 뇌전증에 관련된 상세한 정보들을 수집하

신의 저주로 젊은 여인이 뇌전증에 시달린다고 생각했을 가능

였고, 각각의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성도 있겠다. 그러나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달, 특히 만월과

죽음)에도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결과
1. 뇌전증 혹은 발작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신화 속 이야기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뇌전증을 ‘miasma(고대 그리스어로 나
쁜 공기를 의미)’가 영혼에 덧씌워지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고대
그리스신화 속 영웅이자 음유시인으로 알려져 있는 오르페우스
(Orpheus, Ὀρφεύς)는 그의 작품집인 ‘Lithica ’에서 뇌전증 환자처
럼 보이는 증상을 묘사하였다. 그는 이 병이 달의 여신인 셀레네
(Selene, Σελήνη)의 복수로 인해 발생했다고 하였으며, 그 저주를
받아 ‘몸을 앞으로 굽히고, 입에 거품을 문 채 땅바닥을 뒹구는
사람들’의 모습을 노래하였다.7 또한, 셀레네와 거의 비슷한 개
념으로 생각되는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Artemis, Ἄρτεμις; 로마에
서는 Diana)도 그녀를 분노하게 만든 불경한 인간들에 대한 처
벌의 개념으로 뇌전증에 걸리게 하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아테
네의 아름다운 처녀인 키디페(Cydippe, Κυδίππη)는 델로스(delos)
섬에서 열리는 아르테미스 여신의 축제에 참가하였다가 키아
(Ceos)섬에 살던 청년인 아콘티누스(Acontinus, Ἀκόντιος)의 눈에
띄게 된다. 키디페에게 반한 아콘티누스는 그녀와 결혼하고 싶
었으나, 그녀보다 신분이 낮은 관계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
다. 아콘티누스는 키디페의 발치에 “나는 아콘티누스와 결혼할
것을 아르테미스 여신에게 맹세합니다.”라는 글씨가 적힌 사과
를 던졌고,그것을 발견하고 무심코 글자를 따라 읽은 키디페는
아르테미스 여신 앞에 결혼을 맹세한 것이 되었다(Fig. 1).
24

Fig. 1. Acontius and Cydippe Before the Altar of Diana, Circle of
Angelica Kauffmann (1741-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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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과의 연관성은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는다.11,12 또한 고대

이다. 그러므로 특히 젊은 남자에게서 발생하는 뇌전증 발작 후

그리스-로마 사람들은 뇌전증의 증상에 따라, 아르테미스가 아

의식 소실과 회복을 비유하기에 히아킨토스의 일화는 매우 적절

닌 다른 여러 신들이 뇌전증을 일으키는데 관여한다고 생각하

한 예시로 생각되었을 것이다. 현대 의학의 관점으로 보면 히아

였다. 키벨레(Cybele, Κυβέλη), 포세이돈(Poseidon, Ποσειδῶν),

킨토스와 같은 상태는 외상 후 뇌전증(posttraumatic epilep-

마르스(Mars, 그리스에서는 Ares, Ἄρης), 헤카테(Hecate, Ἑκάτη),

sy)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다. 외상 후 뇌전증의 경우에는, 히아

헤르메스(Hermes, Ἑρμῆς), 그리고 아폴론(Apollon, 그리스에서는

킨토스처럼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는 혼수 상태처럼

Apollo, Ἀπόλλων)과 같은 신들에 의해 다양한 증상의 뇌전증을 일

보여도 비발작성 경련(noconvulsive seizure)이 지속되는 경우

으킬 수 있다고 믿어졌다. 예를 들어 ‘이를 갈면서 오른쪽 몸에

가 많아 지속적인 뇌파 검사(Continuous EEG)가 필요하다.17

발작이 있으면 키벨레 여신에 의한 것이며, 말처럼 비명을 지르
면 포세이돈 신에 의한 뇌전증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었다.4

2. 뇌전증을 은유하는 신화 속 이야기들
1) 피티아(Pythia, Πυθία)의 신탁
피티아는 태양신 아폴로를 모시는 여사제로, 델포이(Delphi)
섬에서 여러 가지 예언을 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피티아는 델포
이 섬의 성소 내에 있는, 지면의 균열 위에 놓아진 삼각대에 앉
아서 예언을 하는데, 그 지면의 틈새에서 올라오는 증기를 마시
고 취한 듯한 상태에서 신비한 말들을 한다고 하였다(Fig. 2).
피티아는 신탁을 내릴 때 광란에 찬 모습으로 소리지르듯이
말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모습은 현대 의학적으로 보면 뇌전
증 발작 중 혹은 후의 말하기(ictal or postictal speech)의 모습
과 흡사하다. 발작과 관련된 말하기는 비우성반구(non-dominant hemisphere)에서 시작되는 측두엽뇌전증(Temporal
lobe epilepsy)에 의해 유발되는 복합부분발작(Complaex
partial sezure)에서 관찰할 수 있다.13 또한 증기를 마신 후에
위와 같은 증상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화학물질에 의해 유발되
는 발작 증상으로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14 한 연구에서는 피티
아들이 신탁을 내릴 때 보이는 증상이, 서양 협죽도(oleander)
에 의해 유발되는 발작 증상과 비슷하다고 보았다.15
2) 히아킨토스(Hyacinthus, Ὑάκινθος)의 죽음과 히아신스(Hyacinth)로의 재탄생
히아킨토스는 아폴로의 친구 혹은 연인으로 알려진 미소년이
다. 이 소년은 아폴로와 원반 던지기 놀이를 하던 중, 둘의 사이
를 질투한 서풍의 신 제피로스(Zephyrus, Ζέφυρος)가 보낸 바람에
의해 방향이 바뀐 원반이 머리에 부딪혀 죽게 된다(Fig. 3).
히아킨토스의 죽음을 비통해하던 아폴로는 그의 시체를 꽃으
로 변하게 하였으며 그 꽃의 이름이 히아신스이다. 중세 시대에
는 이러한 신화 속의 히아킨토스의 죽음과 꽃으로의 변화를 발
작 후 의식 소실(postictal loss of consciousness)의 상징으로
생각하였다.16 고대나 중세 시대 사람들은 발작 후 의식 소실 상
태를 ‘죽음’에 가깝게 보았고, 발작 후에 다시 의식을 찾는 것은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삶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다고 여겼을 것
www.jepilia.org

Fig. 2. Priestess of Delphi, John Collier (1891).
25

Epilepsy in Greco-Roman Mythology

Fig. 4. Hercules Furens Mosaic, From the Villa Torre de Palma (AD
3rd-4th), Illustration by Carole Raddato, published on 28 July 2014.

혹은 폭력 증상(violence)로 생각할 수 있다.18,19 이러한 발작 후
정신병적 증상이나 폭력성은 측두엽뇌전증이나 전두엽뇌전증
(Frontal lobe epilepsy) 환자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발작 전
에 경험한 공포스럽거나 끔찍한 경험이 반영되기도 한다고 알
려져 있다.20 그리고 한 전두엽뇌전증 환자는 증상이 조절이 잘

Fig. 3. The death of Hyacinthus, Giovanni Battista Tiepolo (1752-53).

안 되는 상태에서 전두엽 기능의 탈억제(disinhibition)에 의해
타인을 살해하는 경우도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었다.21 헤라클레
스의 경우도 과거의 괴물 퇴치 경험이 반영되어 가족들을 괴물
로 착각하고 폭력을 휘둘렸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3) 헤라클레스(Hercules, Ήρακλης)의 광기
고대 그리스에서 뇌전증은 헤라클레스병(Herakleianosos or
morbusherculeus)이라고도 불렸는데, 이는 신화 속 영웅인 헤

고찰

라클레스가 보이는 간헐적인 광기(madness)와 관련이 있다.

본 저자는 이 글에서 그리스-로마 신화 속에 나타난, 뇌전증의

헤라클레스는 신들의 왕인 제우스와 인간 여성인 알크메네(Alc-

원인을 설명하거나 뇌전증의 증상을 은유하는 다양한 이야기들

mene, Aλκμήνη) 사이에 태어난 반신(demigod)으로 뛰어난 영웅

을 살펴보았다. 고대 문명의 기록들과 그 문화를 반영한 신화

의 자질을 지녔으나, 태어날 때부터 제우스의 아내인 헤라(Hera,

속에서도 놔전증의 증상에 대해 묘사되고 있으며, 뇌전증의 원

Ήρα)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헤라클레스는 자라나면서

인을 알아내기 위해 고대인들도 나름대로 방법으로 고민하였고

명망 높은 여러 스승들로부터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고, 갓 청

그에 따라 신들에 의해 발생한 병이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으로

년이 되었을 때 유명한 괴수인 키타이론(Cithaeron, Κιθαίρων)산

보인다. 현대의학의 지식과 기술이 없던 시기에 관찰된 뇌전증

에 사는 사자를 퇴치하였다. 이러한 용맹함이 널리 알려지자 테

의 증상은 그것을 본 사람들에게 막연한 공포심과 무력감을 주

베의 왕인 크레온(Creon, Κρέων)은 헤라클레스를 자신의 딸인 메

었을 것이고, 뇌전증을 신에 의한 질병으로 생각하며 신에 대한

가라(Megara, Μεγάρα)와 결혼시켰다. 헤라클레스는 메가라와 사

경외감을 갖고 병이 낫기를 기원하는 것이 최선이었을 것이다.

이에서 아이를 얻고 평온히 지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뇌전증 증상 중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멈추는 경우도 많았기 때

화가 난 헤라 여신이 내린 저주로 인해 광기에 휩싸여 아내와

문에 그 사이에 신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 합당한 치료 방법이라

세 아이를 괴물로 착각하여 살해하고 말았다(Fig. 4). 이후 헤라

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이다. 신화 속에 다양한 형태로 남

클레스는 정신을 되찾고 절망에 빠졌으며, 이 죄를 씻기 위해

아 있는 뇌전증에 대한 묘사들은 고대인들의 관찰과 경험에 의

‘헤라클레스의 12가지 노역’으로 알려진 위대한 모험을 떠나게

한 것이고, 또한 뇌전증에 대한 의구심과 공포감이 함께 담겨

된다. 헤라클레스가 겪은 이 비극적인 일화는 현대 의학의 관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류는 신화 시대의 사고 방식에 머

에서 보면 뇌전증 발작 후 정신병적 증상(Postictal psychosis)

무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과학을 발전시켰으며, 현대를 사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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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들은 그러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뇌전증의 원인을 규명하
였고, 증상을 조절하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해 나
가고 있다. 본고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먼 옛날부터 뇌전증이
관심을 받아왔던 질병임을 알고 현대에는 의학을 발전을 통해
과거와는 다른 관점으로 질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음을 깨달
을 수 있다. 여전히 뇌전증에 대해 막연한 공포심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
고 있고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와는 달리 발달된 의학과 과학을
통해 환자 및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개발
되었다는 점이 인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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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6일 오전 10시 56분. 그 날을 잊지 못합니다. 분만실 조명은 은은했고, 잔잔한 클래
식 음악이 흘렀습니다. 4시간의 진통이 끝났습니다. 클래식 음악 위로 아기 울음소리가 퍼졌습
니다.
“2.94kg 남자 아기입니다. 손가락 발가락 다섯 개 확인하시고요......”
잠깐 정신을 놓았던 것 같습니다. 간호사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간호사와 함
께 아기를 확인했습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남편은 눈물을 훔쳤다고 했습니다. 간호사는 아
기를 안고 제게 왔습니다. 언제 울었냐는 듯 조용한 아기. 아직 눈도 뜨지 못한 채 태지를 뒤집어
쓴 날것 그대로의 생명이었습니다.
간호사는 환자복 단추 두 개를 풀고 아기를 제게 내려놓았습니다. 한 번도 세상에 닿은 적 없
는 아기의 살이 제 가슴에 닿는 순간은 최고의 감동이었습니다. 아기의 보드라운 살결도 만져보
고 싶었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땀에 젖고 거칠어진 제 손이 아기의 보드라운 살결에
흠집을 낼 것 같았거든요. 손이 닿을 듯 말 듯 아기의 살결을 살짝 스쳤습니다. 좀 더 안아보고
싶었지만 아기는 신생아실로 향했습니다.
아기도 가고, 의료진도 모두 썰물처럼 빠져나간 분만실. 갑자기 잊고 있던 아픔이 되살아났습
니다. 이가 딱딱 부딪히며 온몸에 한기가 돌았습니다. 창밖에는 벚꽃이 흩날리는데 따뜻한 봄날
이었지만 분만실은 얼음장같이 추웠습니다. 아기와 스킨십을 하는 동안 고통도 잊게 해주는 강
력한 마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마법처럼, 창현이가 제 곁으로 왔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합니다. 잊지 못할 감동의 만남은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만삭에 가까워
져 갈 때 어른들이 말했습니다.
“그때가 좋을 때야. 걸어 다니는 것보다 기어 다니는 게 낫고, 기어 다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게 나아. 누워 있는 것보다는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낫지.”
매일 밤 위산이 역류해 앉은 채로 자야 했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척추 뼈를 압박하면서 요통이
찾아와 밤새 뒤척였습니다. 저는 어서 아기를 밖으로 끄집어내어 홀가분해지고 싶은데 어른들은
뱃속에 있을 때가 좋다고 하시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고통을 모르시기
때문에 쉽게 하는 말씀이라고만 생각했지요.
그런데 웬걸. 아기가 하루가 다르게 자라니 정말로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이라는 말씀이 실감
났습니다. 치우고 돌아서면 집은 다시 엉망이었습니다. 푹푹 찌는 더위에도 제 가슴 위에서 엎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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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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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자야만 잠이 드는 아이. 아이도 나도 가슴은 땀띠로 엉망이

듣고 싶은 말을 속 시원히 듣고 나와 약을 탔습니다. 돌아오는

되었습니다. 출근하는 남편을 쏘아보았고, 하루 종일 시계만 바

길에 아이는 두 번 더 경기를 했습니다. 양상도 같았지요. 뭔가

라보았죠.

심상치 않음을 느껴 당장 집에 갈 짐을 챙겼습니다. 그 많은 2박

‘애 보느니 밭 매러 간다.’는 속담이 있지요. 예나 지금이나 애

3일 여행 짐을 어떻게 챙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안타까

보는 일은 쉽지 않은가 봅니다. 그래도 다음 날 아침이면 아이

웠는지 펜션 주인은 하루치 숙박비를 환불해주면서 우리를 위로

를 웃으며 어루만질 수 있는 것은 방긋 웃는 아이의 미소였습니

했습니다. 그렇게 지리산에서 창원으로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다. 입가가 엉망이 된 줄도 모르고 이유식을 받아먹는 모습이었
습니다.

평소 폐렴을 자주 앓던 터라, 종종 찾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담당 교수님은 폐렴이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또 경기를 하면 다

창현이는 거기에 더해 정말 영특했습니다. 아기 때부터 책장

음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아이의 경기는 멈

앞에서 2시간은 거뜬하게 앉아 책을 보았습니다. 책을 읽어주

췄습니다. 폐렴치료를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진

면 책에 빨려 들어갈 듯 집중했습니다. 손짓발짓 해가며 옹알거

료 당시 교수님이 잠깐 뇌전증 이야기를 꺼내실 때 심장이 멎는

리는 모습에 우리 아이는 영재가 틀림없다며 얼마나 기뻐했는

줄 알았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럼요. 우리 아이가 그런 병에 걸

지 모릅니다. 숫자를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처

릴 리가 없죠. 그렇게 믿었습니다. 단 한 번의 해프닝으로 추억

음 숫자를 읽던 날 만세를 불렀습니다. 아이가 잠든 시간이면

하며 1년을 지냈습니다. 어쩌면 경고였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새로 나온 유아 전집 정보를 찾았습니다. 괜찮은 영유아 학습지

1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감기에 걸렸다 하면 폐렴이 찾아왔

는 없는지, 인터넷 맘카페를 뒤적이며 밤을 새기도 했습니다.

습니다. 그래서 종종 입원을 하곤 했죠. 그 날도 기침 소리가 심

아이가 배움에 목말라 할 때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면 큰일 날

상치 않았습니다. 아침에 담당 교수님을 찾았습니다. ‘엑스레이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학습지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를 찍고 오라’는 말은 폐렴일 확률이 90%입니다. 역시 폐렴이

아이는 선생님을 잘 따랐고 즐거워했습니다. 이대로만 커준다

었습니다. 교수님은 고민했습니다. 입원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

면 영특하고 멋진 아이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흔히 말

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고민하는 교수님께 얼른 말했습니다.

하는 엄친아가 우리 집에서 태어난 것 같아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당연하죠. 내 아이는 꽃길만 걸을 테니까요.

“둘째가 있어서 입원하기가 힘들어요. 통원치료 할게요. 이상
하면 바로 병원 올게요.”

그 날은 가족끼리 지리산으로 첫 여행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교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수액 하나를 처방

아이를 출산하고 맞이하는 첫 여행이라 저도 무척 설렜습니다.

해 주셨지요. 수액을 맞고 집으로 돌아오니 아이는 언제 아팠냐

그런데 아침에 아이 이마(당시 생후 15개월)에 37.8℃의 미열

는 듯 잘 놀았습니다. 열도 내렸고요. 어린이 집에 그냥 다시 보

이 있었습니다. 전날 에어컨을 세게 쏘인 탓일까요. 여행을 취

냈어야 했나 하는 농담까지 하면서 말이죠.

소할지 고민이 되었죠. 취소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아
직도 그 때의 고민을 후회하긴 합니다. 꼭 그 탓은 아니겠지만.

저녁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고, 식탁에 둘러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던 창현이가 물을 더 달라고

우리는 상비약을 구비해 일정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약을

했습니다. 물컵에 물을 따라주었습니다. 물을 마시려던 창현이

먹어서 그런지 아이는 열이 내렸습니다. 걱정을 잊고 계곡물에

의 팔다리가 사방으로 뻣뻣해졌습니다. 물컵은 날아갔고 사방

발을 담갔습니다. 바비큐를 즐기고 멋진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으로 물이 튀었습니다. 그렇게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병원으로

날 아침 아이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과 함께 셋이서 펜션

전화했습니다. 교수님은 진료를 마감했지만 우리를 기다리겠다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청소를 마친 수영장에는 펜션 주인이 깨

고 했습니다. 울면 안 되는데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불길한 예

끗한 지리산 산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감이 나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1년 전 교수님이 끄집어내던

아이는 어서 튜브 탈 생각에 폴짝폴짝 뛰다 넘어졌습니다. 아

말이 교차되면서 두려웠습니다.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서둘러

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이마가 어깨에 닿았습니다. 어깨

입원했습니다. 입원치료가 즉각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의

에 열감이 느껴졌습니다. 체온계를 가져와 열을 재보니 40도에

폐렴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폐렴이 급성으로 진행되었던 모양

가까웠습니다. 근처 의원으로 갈 채비를 하는데, 아이의 온몸이

입니다. 열도 내리고 기침도 잦아들었지만 경기는 계속 되었습

뻣뻣해지고, 눈동자가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입에서 거품이 나

니다. 교수님은 수시로 계단을 뛰어 올라왔습니다.

왔습니다. 처음 마주한 모습에 아이를 안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
다. 다행이 아이는 금방 깨어났습니다. 진료를 받으니 단순 감
기라고 했습니다.
“약 먹으면 열 내리고 괜찮아 질 겁니다. 갑자기 열이 올라 경
기1)를 할 수 있습니다. 열성경련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www.jepilia.org

“이제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볼지, 큰 병원
으로 옮겨 정밀진단을 받아볼지 말이죠.”
교수님이 나가고 남편과 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는 걸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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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나......

준비해 피운 꽃과 이파리가 속절없이 떨어지는 일이 가슴 아프

아이가 아프다는 소식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숨

겠지만 그냥 그 자리를 지키며 다음 해를 준비하는 벚나무. 저

기려고 애를 쓸수록 소문은 더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그들은

는 이제 벚나무의 마음을 닮아가려 합니다. 아이는 아직도 투병

진심으로 가슴 아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슴 아파할수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수시로 피운 꽃을 떨어뜨려야 하

저는 더 괴로워졌습니다.

고, 이파리를 잘라내는 아픔을 견뎌야 합니다. 떨어지는 꽃과

한두 번 들었거나 본 적이 있는,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무수

이파리가 아쉬워 울고 자책하며 원망한다면 다음 생은 존재하

한 치료법들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점집, 철학관 같은 주술

지 않습니다. 아이와 나는 더 이상 떨어지는 순간을 아쉬워하지

적 방법부터 동네에서 바늘 하나로 치료했다는 아무개 할머니,

않습니다.

부작용이 없고 안전하다고 강조하는 한의원까지 다양했습니다.

묵묵히 그 자리에서 지금을 살고 다음을 준비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상대의 치료법이 위험하고, 부작용이 많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며 울고 원망하는 가

고 주장했습니다. 각자의 방법으로 낫게 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

족과 환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선택에 잘잘못을 가리지

니다.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 돌이켜보면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터널을 통과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제로 어리석은 행동이었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

바라봐주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시의 저로서는 어떤 방법이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낫기만 한
다면, 나을 수만 있다면.

언젠가 그들의 나무에도 벚꽃이 흩날리는 풍광이 펼쳐지는
날이 오길. 그런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낫게 만들겠다는 집착이 이성적인 판단도 마비시켜 버
린 것이지요. 또한 그들이 말한 치료법이 시작되면 아이가 잠깐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미련을 놓지 못하
고 속고 또 속는 악순환을 반복 했습니다.
경기가 찾아오는 밤이면 저는 아이 위에 올라타서 바늘을 찔

Notes
1)

‘경기’는 ‘seizure’를 의미하며 ‘발작’으로 공식 표기한다.

2)

바늘(침)요법 외에도 한약요법, 개명, 천도재, 조상묘 이전, 굿
등 다양한 민간요법을 시행했다.

렀습니다. 유명한 한의원에서 권장한 방법이었지요. 아이는 경
기가 끝이 나서 기진맥진 했다가 바늘에 놀라 번쩍 눈을 뜬 적

3)

개발중인 항경련제(프레가발린) 임상시험, 케톤식이요법, 비급

도 있습니다. 한의사는 깨어 있을 때도 자극을 주면 경기를 줄

여 약물복용 등의 항뇌전증치료를 진행했으나 발작 억제가 되

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바늘을 보고 겁을 먹은 아이가

지 않았다. 치료기간 동안 사용 가능한 항경련제를 거의 복용

바지에 오줌을 싸고 온 몸으로 저항을 했습니다. 저는 머뭇거릴

했다. 부작용으로는 스티븐존슨증후군이 의심되는 피부발진,

수가 없었습니다. 낫기만 한다면 지금의 고통이야 아무것도 아

간수치 초과가 있었다. 최대 7가지 복용하던 항경련제는 효과

니라고 믿었으니까요. 팔에는 링거 흉터가, 손가락 발가락 끝에

가 없거나 부작용이 의심되는 경우를 제하고 4가지로 복용 중

는 바늘 흉터가 남았습니다. 바늘 요법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다. 발작횟수는 초기 발병에 비하면 50%이상 줄었으나 여

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바늘을 찌르는 행위가 오히려 아이에게

전히 발작(수면 중 대발작)이 일어나고 있다. 다음 날 잘 넘어

독이 되었습니다. 수시로 찌르는 아픔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지거나 비틀거리는 보행의 어려움, 또래보다 인지발달이 늦어

저는 왜 아이의 마음을 먼저 달래지 못했을까요. 두려움에 부릅

지는 모습을 보인다. 뇌수술을 고려할 수 있으나 발작 범위가

뜬 아이의 두 눈은 아직도 제 마음 한 쪽에 남아 있습니다. 다시

산발적으로 불가하다. 따라서 현재 미주신경자극술을 고려하

그때로 돌아가 두눈을 부릅뜬 아이의 두려움과 공포감을 어루

고 있다.

2)

만져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결국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
습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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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간질’이라는 용어가 계속 사용되고 있다. 또한 다수의 뇌전증 환자들이 일반인들과 동일한

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간질’을 ‘뇌전증’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평범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는 등 뇌전증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이는 보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여전히 ‘뇌전증’이라고 하면 발작으로 인한 상
해 위험이 커서 인수하면 안 되는 병이라고 낙인을 찍고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보험사가 많다.
이에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뇌전증 환자를 위해 한국뇌전증협회와 대한뇌전증학회(사회위원
회)가 보험사에 뇌전증 환자의 전용 보험의 필요성을 적극 알려왔으며, 그 결과 뇌전증 환자를
위한 보험 상품이 출시된 지 1년이 넘었다.
본 글에서는 뇌전증 환자의 보험가입 실태, 그리고 한국뇌전증협회와 대한뇌전증학회(사회위
원회)의 그간의 활동을 정리하고, 전용보험의 필요성과 가입 절차를 소개하고자 한다.

본론
1. 뇌전증환자의 보험 가입 실태
1) 보험회사 대부분 뇌전증 환자 가입 거절
국내 대표적인 손해보험회사 11개사, 생명보험회사 18개사의 뇌전증 환자 보험 가입 인수 기준
을 조사한 결과, 거의 모든 보험회사에서 뇌전증 환자는 가입할 수 없었다. 또한 일부 보험회사
의 경우 대발작을 하는 뇌전증 환자는 마지막 발작 후 5년 동안, 그 외의 발작 양상을 보이는 환
자는 3년 동안 증상이 없는 경우에 ‘암 보험’ 정도만 가입이 가능하였다(Appendix 1).
제한적으로 보험가입을 허용하는 일부 보험회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뇌전증 환
자의 현재 건강상태,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는 상관없이 단지 뇌전증 환자라는 이유로 무조건적
으로 보험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당뇨병 환자나 고혈압 환자의 경우 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수년 동안 발작 없이 건강하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뇌전증 환자
는 보험가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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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Korean Clinical Epilepsy Research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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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항뇌전증약물을 복용 중이나 상당 기간 동안 발작이

년 6개월에 걸쳐 ‘뇌전증에 대한 정보가 담긴 제안서’를 유명 여

없는 뇌전증 환자는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러 보험사에 보내 위험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메리츠

뇌전증 환자라는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보험에 가

화재에서 긍정적인 답신을 받아 전용 보험 개발이 본격화되었

입한 뇌전증 환자를 모니터링한2)결과, 수 년 동안 발작이 없는

다. 제안서에는 뇌전증이 무엇인지, 적절한 약물 또는 수술로

3)

뇌전증 환자이거나 경증 뇌전증 환자 이었으며, 뇌전증 진단을

증상이 잘 조절되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이 가능한

받고 5년이 지난 후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고, 뇌전증에 대하

질환이라는 설명, 뇌전증 증상 정도에 따른 위험률 산정 등에

여 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대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뇌전증 환자의 보험 가입 검토를 위해서는 치료기간 동

2) 뇌전증환자가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

안의 전체 의무기록지와 현재 상태 주치의 소견서가 필요하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하여 정확

으나, 환자와 가족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가입의 편의성을 도

히 알리지 않거나(不實告知),사실대로 알리지 않는(不告知) 소위

모하기 위하여 대한뇌전증학회(사회위원회)에서 직접 간편소견

고지 위반 시 보험 약관상, 보험사의 규제사항이 있어 보장이

서 양식을 만들어 보험사에서 사용하도록 힘써 주었다.

어려운 실정이다. 보험사는 고지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후 수 차례 한국뇌전증협회와 대한뇌전증학회(사회위원

보험사의 직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회), 에이플러스에셋이 메리츠화재의 인수 실무진을 만나 협의

(Appendix 2).

를 거듭한 끝에, 2018년 5월 뇌전증 환자 전용 보험 상품을 출

또한 보험사가 고지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보험금 지

시하였다.

급사유와 계약 알릴 의무 위반사항간에 인과관계 여부를 확인
하여 보장을 제한 할 수 있다. 이는 가입 당시에 해당 질병을 고

2) 주요 내용

지하였더라면, 보험사가 인수하지 않았을 것에 기인하여 보장

(1) 발작양상에 따른 가입 담보 차별화

을 해주지 않는 것이다.

① 발작유형에 따른 분류

실제 보험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뇌전증 환자가 질병에 대한

- 전용보험에서는 (Appendix 3)과 같이 발작의 양상에 따라 A,

고지 없이 가입한 보험에 대해 보험금 청구를 하였지만 보장 받

B, C군 세가지로 분류하여 인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1

지 못하였던 사례가 있다. 가입한 보험과 인과관계가 없는 상해

차적으로 전신성 발작과 부분성 발작으로 분류하고, 2차적으

사고나 질병이었기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지만, 사고조사 과정

로 ‘의식소실’과 ‘강직간대’유무를 기준으로 다시 세가지로

에서 뇌전증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되었다.

분류하였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입 당시 뇌전증을 고지하였다면, 인수를

- 분류기준에 따라 A군은 전신강직간대발작, 부분발작에서 진

하지 않았을 것이며, 상해사고는 발작으로 인한 인과관계가 있

행한 이차성전신강직간대발작, B군은소발작, 복합부분발작,

고, 질병은 뇌전증 환자가 유병률이나 이환율이 높은 인과관계

C군은 근간대발작, 단순부분발작이 해당된다.

가 있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고지 의무 위반을 하여도 보험 가입 후 3년 또는 5년이

② 인수 기준

지나면 문제가 없다고 잘못 알고 있는 뇌전증 환자도 매우 많

- 마지막 발작 증상이 있은 후 얼마나 경과하였는지에 따라 인

다. 그러나 가입 후 경과된 기간과 상관 없이 병원에서 뇌전증

수 여부가 결정된다. A, B, C군 중 질환의 중증도가 가장 경

에 대한 지속적 추적 관찰 및 약 복용 이력이 있다면, 보장 받을

증에 해당하는 C군은 마지막 발작이 6개월 이상 경과하면 보

수 없다. 이 사실을 뇌전증 환자가 명확히 알아야 보험 가입 시

험가입이 가능하며, B군과 C군의 경우 2년 이상 발작이 없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면 가능하다.
- 한국뇌전증협회와 대한뇌전증학회에서는 B군의 경우 1년을

2. 뇌전증환자 전용 보험 개발 경과

기준으로 할 것을 요청하고, 여러 차례협의 과정에서 설득하
였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향후 보험 판매 실

1) 추진 경과

적 자료를 토대로 B군과 C군의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

2016년 가을부터 한국뇌전증협회와 대한뇌전증학회(사회위원

기로 협의하였다.

회)가 보험전문판매회사인 에이플러스에셋과 협력하여 뇌전증
환자를 위한 전용 보험 상품 개발을 시작하였다.

③ 보험료 산정

뇌전증 환자가 한 번만 증상이 발생해도 보험 가입이 안 되는

-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가입자 유형 및 가입 담보에 따른 위험

것은, 뇌전증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출발한다고 판단하여 약 1

율, 그리고 향후 예측되는 회사의 손해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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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러나 뇌전증 환자의 경우 발작에 따른 중증도를 임상

뇌전증 환자 전용 보험 준비가 절실하다.

적으로 명확히 평가하여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에, 대한
뇌전증학회(사회위원회)에서는 발작유형과 항뇌전증약 복용

(4) 획기적인 가입절차의 간소화(Appendix 6)

개수를 적용하여 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것을 메리츠화재에

기존 심사에서는 가입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만 무려 100

제안하였다. 따라서 뇌전증 환자의 보험료는 약물 복용 개수

여장이 넘는 치료기간 동안의 의무기록지 일체와 현재 상태 주

가 적을수록, 발작유형은 C군, B군, A군 순으로 비용이 적게

치의 소견서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간

산정된다.

편소견서 양식을 만들었으나 전용 보험 가입시 상이한 기재 및
누락 등으로, 서류를 보완하는데 오랜 시일이 걸려 반송되는 일

④ 보장 내용

이 많아 절차를 번거롭게 여겨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

- 뇌전증 환자 전용 보험 상품은 뇌전증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다. 따라서 전문의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 후 간편소견서를 누락

뇌전증 관련 검사비와 수술, 약제비를 보장하는 실손보험과

없이 작성한다면, 보다 빠른 보험사의 심사처리로 환자의 만족

암, 뇌출혈, 급성심금경색 등의 진단비 등을 포함한 보장 내

도가 높아질 수 있다.

용을 담고 있다.
- c군에 해당하는 뇌전증 환자는 일반인이 가입하였을 경우와
거의 동일한 보험료로 대부분의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B군
에 해당하는 뇌전증 환자는 3년 이내에는 무조건 가입이 연기
되었지만, 2년이 경과하면 검토 가능하도록 하였다. 약 복용

간편소견서 작성시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진단 내린 뇌전증 발작 분류군과 뇌전증 치료에 해당되는 군
을 일치시켜 작성한다.
- 항뇌전증약물 복용 개수 기재 시 하단에 상세 성분명 및 용량
기재한다.

개수와 마지막 발작 후 경과기간에 따라 실손보험과 더불어

- 각 □ 칸에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체크하여 누락이 없

핵심 보장도 검토 가능하다. A군에 속하는 뇌전증 환자는 C

도록 하며, 특히 영상 및 뇌파 검사 이상에 체크할 경우 검사

군과 B군에 비해 조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마지막 발작 후 5

결과지를 필수로 첨부한다.

년이 경과하였으면, 실손 담보를 포함하여 가입 검토가 가능
하다. 2년 초과~5년에 해당하는 경우, 약 복용 개수가 2개 이
하까지는 대체로 양호한 인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기타 환자 상태에 이상이 없을 경우 반드시 ‘없음’에 체크해야
한다.
- 병원 직인과 담당 의료진의 서명, 진단과 치료에 대한 의료진
의견을 꼭 작성해야 한다.

(2) 일회성 발작에 따른 분류
일회성 발작 환자는 마지막 발작 후 경과기간과 의식소실여부

3) 병원內 홍보 활동 전개中

에 따라 인수 기준이 달라진다(Appendix 4). 의식소실 여부와

현재 20개의 병원에 뇌전증 환자를 위한 전담 설계사 파견 근무

상관없이, 마지막 발작 후 1년이 초과한 경우라면 핵심 보장과

를 통한 상담 지원을 하고 있다. 전담 설계사를 만난 환자와 가족

실손보험까지 가입 검토 가능하다.

들은 기존에 가입하였던 보험이 보장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접
하고, 실손보험까지 가입 가능하며 무엇보다 제대로 보장 받을

(3) 보험 가입 거절 또는 심사 연기 대상자

수 있다는 것에 만족스러워 하고 있다. (그 외 서울권 다수병원과

7세 미만의 환자, 1회성 발작 환자 중 마지막 발작 후 6개월 이내

연계 제휴 추진 중에 있으며, 부산지역에도 추진 중에 있다.

인 자,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 등과 같이 향후 질병의 경과가

전담 설계사는 평소 동료 설계사의 모범이 되며 고객의 입장

불확실한 환자의 경우 전용 보험 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간편심사

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최정예 인원으로 선정되

보험 또는 유병자 보험으로 안내 할 수도 있다(Appendix 5).

었으며, 뇌전증 전용 보험에 대한 심화 교육을 이수하였다. 이

그러나 이러한 간편심사보험이나 유병자실손보험의 경우는

들 전담 설계사를 통하여 전용 보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까

뇌전증 전용 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비싼 보험료

지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한국뇌전증협회에서 특별히

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유병자 보험은 대부분

명함과 포스터를 제작하여 지원하고 있다(Appendix 7).

보험에서 인수 거절되어 가입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

전문의의 적극적 협조(경증 환자 적극 홍보)가 진행되고 있

발된 보험이기 때문이다. 즉, 위험율을 높게 산정하였기 때문에

다. 서울 및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대구, 대전 지역의 전문의

보험료도 비쌀 수 밖에 없다.

까지 뇌전증 환자를 위한 전용 보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

또한 뇌전증 환자 전용 보험의 실손보험은 환자에게 꼭 필요
한 뇌영상 촬영 MRI 및 MRA 등의 검사비와 약제비가 보장되
지만, 유병자실손보험은 이러한 보장이 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www.jepilia.org

며, 일부 지역에서는 전용 보험 강의까지 참석하여 환자를 어떻
게 잘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대상군은 다음과 같다. A군과 B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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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마지막 발작 후 2년 경과 된 환자 중 다른 질환이 없는 경우,

앞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환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다. 판매

그리고 C군의 경우 마지박 발작 후 6개월 경과한 환자도 가능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보험사로 하여금 인수 완화를 비롯한 개

하다.

선 계획에 대해 적극적인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힘들게
만든 상품이 일시적으로 판매되고 중단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

3. 향후 계획

이에 더 많은 환자가 제대로 된 보험을 분쟁 없이 정확한 보장
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당부하며 글을 마무리 하고자

1) 인수 범위 확대 추진

한다.

소아 환자의 가입연령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소아 환자
는 7세부터 인수 검토하고 있는데, 실제 부모 입장에서는 어린
나이에 발병하면 조금이라도 더 이른 나이에 가입 시켜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안심할 수 있는 삶을 추구하게 된다. 따라서 향

Notes
1)

한국뇌전증협회에서 2017년 12월 기준으로 각 보험회사별 인

후 실적을 토대로 한 손해율이 산출되면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수기준을 분석한 자료이며, 보험회사 또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 발작 2년 이후”인 현재 조건을 “마지막

(GA)로부터 공식적, 비공식적 경로로 입수한 자료임. 회사 명

발작 1년 이후 검토 가능”으로 변경 추진 예정이다.

칭을 실명으로 하여도 문제가 없으나 본 자료를 통해 회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할 수 있어 회사 명칭을 가명으로 하
였음

2) 보험료 부담 완화
2년 실적을 토대로 손해율을 산출하여, 손해율이 적다면 보험

2)

인적 사항 및 세부 내용 비공개를 전제로 한 모니터링으로 개
인정보보호를 위해 결과만 기재

료 수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환자의 부담이 적어
지고 더 많은 가입을 이끌어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3)

의식 장애,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등 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발작을 제외한 발작 증상이 1년에 한두 번 나타나는 뇌전

결론

증 환자
4)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

뇌전증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보험가입 마저도 거절 된 환
자를 위하여, 전문의와 각 계층의 노력으로 뇌전증 전용 보험이
힘겹게 출시 되었다. 한국뇌전증협회와 대한뇌전증학회, 보험
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고군분투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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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할 환자가 전용 보험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 환자와 신뢰 관계가 가장 잘 구축된 이는 전문의
일 것이다. 이에 진료가 끝나고 환자와 인사를 나눌 때 뇌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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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국내 주요 손해보험회사 및 생명보험회사 뇌전증 인수 기준1)
손해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가 회사

나 회사

다 회사

라 회사

마 회사

바 회사

사 회사

아 회사

자 회사

차 회사

카 회사

△

X

X

X

X

X

X

X

X

X

X

A 회사

B 회사

C 회사

D 회사

E 회사

F 회사

G 회사

△

△

X

X

X

X

X

H 회사

I 회사

J 회사

K 회사

L 회사

M 회사

N 회사

X

X

X

X

X

X

X

O: 인수, X: 인수거절, △: 환자 상태에 따른 선별적 인수

Appendix 2. 고지 위반 시 보험사의 규제 사항4)
보험사가 직권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는 경우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
로 알려야 함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 수 있음
보장의 제한 내용
보험계약자 등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가입 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됨
보험금 지급사유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항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면 해당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음

Appendix 3. 발작유형과 인수기준
C군

구분
인수 경과기간
약 복용 개수

B군
마지막 발작 후

마지막 발작 후
6개월 초과
1개이하

A군

2년 초과~5년 이내

2개이하

2개이하

마지막 발작 후

5년 경과

3개이상

2개이하

2년 초과~5년 이내

3개이상

2개이하

3개이상

5년 경과
2개이하

3개이상

암, 2대, LTC

○

○

○

○

○

○

○

○

○

○

질병실손

○

○

○

○

○

○

○

X

○

○

상해실손

○

○

○

X

○

○

○

X

○

○

상해 후유장해

○

X

X

X

○

X

X

X

X

X

Appendix 4. 일회성 발작에 따른 분류
구분
인수 경과기간

6개월 초과
~1년이하

암, 2대, LTC

○

의식소실 없음

의식소실 있음

마지막 발작 후

마지막 발작 후

1년초과~2년 2년초과~3년
이하
이하
○

○

3년초과

6개월 초과
~1년이하

○

○

1년초과~2년 2년초과~3년
이하
이하
○

○

3년초과
○

질병실손

○

○

○

○

X

○

○

○

상해실손

X

○

○

○

X

○

○

○

상해 후유장해

X

○

○

○

X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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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5. 유병자 보험 알릴 의무 가이드라인
■ 3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유병력자도 가입
325간편심사보험

유병자 실손

입원 필요소견, 수술 필요소견, 치료,
추가검사 필요소견 여부

최근 3개월내
입원, 수술,
추가검사
필요소견

최근 2년내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 받은 적?

최근 5년내
암진단 및
암입원/ 수술
받은 적?

입원, 수술, 7일 이상 치료 여부
(약처방, 정기진료는 치료에 해당無)

암(백혈병 제외)으로, 진단, 입원,
수술, 치료 여부

Appendix 7. 한국뇌전증협회 전화 상담 및 보험 상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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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6. 간편소견서 양식
■ 대한뇌전증학회와 한국뇌전증협회에서는 뇌전증환자가 복잡한 절차 없이 손쉽게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간편한 소견서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 아래의 소견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주시고, 해당 병원의 진단서(또는 소견서)를 같이 첨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소견서 (뇌전증/보험가입용)
환자성명
진단명

생년월일
▒ 임상적추정
▒ 최종 진단

년

월

일

진단코드

【뇌전증 발작의 분류】 ※여러 종류의 발작이 있을 경우 모두 기재
A군
B군

C군

전신발작
부분발작
전신발작
부분발작
전신발작

전신강직간대발작
부분발작에서 진행한 이차성 전신강직간대발작
소발작
복합부분발작
근간대발작

부분발작

단순부분발작(임상적인 의미가 있는 전조증상만 있는 경우도 포함)
- 전조양상(전조만 있는 경우 구체적 양상 기술)

▒
▒
▒
▒
▒
▒

【뇌전증 치료】
①마지막 발작의 발생 시점 및 평균 횟수

A군
B군
C군

개월 전 /
개월 전 /
개월 전 /
현재 발작 발생이 있는 경우 :

②항뇌전증 약물 :

년 전 마지막 발작 증상
년 전 마지막 발작 증상
년 전 마지막 발작 증상
년
회, 월

회, 주

회, 일

회

개

·성분명(상품명) 및 용량 기재

③뇌전증 지속상태 발생의 과거력 여부 :

치료소견

있음

없음

【뇌전증 원인】 ※유전, 구조, 대사질환에 의한 경우 구체적 질환 기재
유전적(Genetic epilepsy)
구조적(Epilepsy due to structural disorder)
대사질환(Epilepsy due to metabolic disorder)
원인불명(idiopathic, cryptogenic 포함)

【검사소견】 ※영상검사 및 뇌파검사 이상 소견 확인 된 경우 결과지 첨부
①뇌영상 검사 이상 소견 : ▒ 있음

▒ 없음

▒ 검사 시행 안됨

②뇌파 검사 이상 소견 : ▒ 있음

▒ 없음

▒ 검사 시행 안됨

【기타 환자 상태】 ※해당 질환에 모두 기재
①기타 질환 : ▒ 당뇨병

▒ 고혈압

▒ 고지혈증

②신체 장애 :

▒ 있음

▒ 없음

▒ 심혈관질환

▒ 뇌혈관질환

▒ 그 외 기타 질환

③인지기능 이상 :

▒ 있음

▒ 없음 ※신경인지검사(SNSB, MMSE)가 시행된 경우 결과지 첨부

④정신건강의학과 치료 :

▒ 있음

▒ 없음

⑤뇌전증 외 기타 질환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있는 경우 관련 복용 약물 모두 기재
·성분명(상품명) 및 용량 기재

【진단과 치료에 대한 의료진의 의견】 ※반드시 작성
예) 발작이 없어 약물 투약 중단을 시도해 볼수 있으나 직장생활, 운전 등의 이유로 약물 유지 중
예) 상기 소견서 내용에 추가적 기술이 필요한 경우 기술

위 사항에 대해 담당의가 직접 기재하였고, 그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발
행
일:
년
월
일
의료기관명(진료과목) :
의사면허번호 :

호

의 사 성 명 :

(인)

※ 담당 의사의 날인(서명, 도장) 과 병원의 직인이 없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 해당병원 양식 소견서로 대체 가능(단, 위 명기된 내용 모두 기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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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Editor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 is a chronic pain condition characterized by spontaneous
and evoked regional pain. CRPS can be differentiated from other chronic pain conditions by the
presence of prominent autonomic and inflammatory changes in the region of pain. The exact pathogenesis of CRPS is still unclear, but there seems to be involvement of multiple peripheral and central
mechanisms, including peripheral nerve injury, inflammation, neuronal plasticity, and autonomic
dysregulation. The relative contributions of these different mechanisms probably differ from one individual patient to another and even within a patient over time.1
Although acute CRPS may resolve with conservative medical care, treatment of chronic CRPS is
mostly difficult, and there’s need for comprehensive multidisciplinary treatment, such as drug treatment, local injection to sympathetic ganglion, spinal cord stimulat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treatment. In intractable CRPS patients, other non-traditional therapeutic approaches such as plasma exchange, medical marijuana, and electroconvulsive therapy (ECT) have been tested.2 We recently encountered a patient who experienced transient, but complete recovered from CRPS after
super refractory status epilepticus.
The patient, 55-year-old man was transferred to our hospital with generalized tonic-clonic seizure
that lasted for more than 15 minutes. A former construction worker, he became disabled six years
ago with multiple fracture in the ribs and the right fibula after falling from a height of three meters.
Since the injury, he suffered persistent pain on the back and leg despite the fracture being healed. He
described spontaneous, excruciating pain-mainly burning and deep aching-in his back and right
lower leg, as well as allodynia and hyperalgesia. A three-phase bone scan showed signs associated
with CRPS. He tried several pain treatments, including several opioids, antiepileptic drugs, antidepressants, lumbar epidural block, regional sympathetic nerve blocks, transcutaneous nerve stimulation as well as acupuncture. All these treatments had an insufficient effect. At the time of admission,
the patient was comatose, and did not responded to painful stimuli. He was receiving duloxetine 60
mg, pregabalin 600 mg, oxcarbazepine 600 mg, tapentadol 400 mg, clonazepam 4.5 mg, oxycodone
80mg, and trazodone 100 mg. Initial brain MRI including diffusion-weighted image showed no abnormality, but EEG, which was performed at two hours after the admission, showed continuous
2-Hz spike and waves in both frontal areas (Fig. 1), which lasted for three days and terminat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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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Korean Clinical Epilepsy Research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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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EG showed continuous 2-Hz spike and waves in both frontal areas (arrows).

the continuous infusion of midazolam coupled with the treatment
of several antiepileptic drugs (lacosamide 400 mg, levetiracetam
3,000 mg, topiramate 400 mg, valproic acid 1,200 mg, and perampanel 10 mg). He gradually recovered after five days’ coma therapy, and fully recovered two weeks after admission. Surprisingly, he
reported no pain after recovering from status epilepticus, and only
complained of short-term memory loss. He was well maintained
with lacosamide 400 mg, levetiracetam 1,000 mg, and perampanel 6 mg. However, the pain recurred three weeks after discharge
and gradually got worse, and returned to previous state seven
weeks after discharge.
It has long been revealed that nociception threshold is high in
epilepsy patients, and monoamine-mediated modulation of central pain inhibitory system is responsible for the ictal and post-ictal analgesia in these patients.4 Although central pain modulation
is an important mechanism of pathogenesis in chronic CRPS,
there is limited information on the analgesic role of seizure or status epilepticus in CRPS patients. We only found several reports
on the beneficial effects of ‘convulsion’ of ECT on CRPS patients.2 These reports indicated that repeated ECT could relieve
pain in CRPS, and reduction could last for several weeks as was
the case with our patient.2 It is possible that the effect of ECT on
CRPS may be due to the beneficial effect of ECT on the co-morbid depression in CRPS patients, but ECT has been used in the
www.jepilia.org

treatment of pain such as phantom limb pain and somatic pain as
well as CRPS for over 50 years.4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transient, but complete recovery from pain in our patient
resulted from the neuromodulation effect of prolonged status epilepticus, and it did not last for more than several weeks as in ECT
therapy. In addition, the temporary improvement of CRPS may
be in part attributable to the treatment of midazolam or other antiepileptic drugs, because there are reports of the effects of ketamine, another widely used antiepileptic drug for status epilepticus, on the CRPS.5
In summary, we herein report the first patient who experienced
transient, but complete recovery from CRPS after prolonged status epilepticus. The mechanism of the pain-relieving effect of status epilepticus was unknown, but it would be similar to that of
ECT on chronic pain, the seizure-related modulation of central
pain inhibito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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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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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자 자격(Auth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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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증과 사회”는 대한임상뇌전증연구학회 연구윤리 규정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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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단어 수는 750 단어 이내, 참고문헌은 5개 이내, 표와 그

음의 형식으로 원고를 준비한다.

림의 수는 합하여 1개 이내로 제한한다.

(1) Title page: 제목, 저자명 및 소속, 교신저자 정보를 명시
한다.
(2) Main body (저자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목(Title), 초

2. 원고의 내용(Manuscript)
1) 표지(Title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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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에는 논문의 국문 제목, 저자명 및 소속을 기재하며,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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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동일한 내용을 위의 순서에 의거하여 기재한다. 영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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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은 약어를 쓰지 않는다. 저자들의 소속은 오른쪽 어깨 번호

tions), 참고문헌(References) 의 순서로 작성한다.

로 소속과 저자명을 일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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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은 논문의 목적을 간결하게 표현해야 하며, 연구 방법이
중요한 경우 부제목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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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 하단에 교신저자(Address for correspondence)의 이름,

6개 이내로 제한한다.

소속,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메일 주소를 영문으로 기
록한다.

3) 증례보고(Case report)
뇌전증과 관련된 새로운 증상, 진단, 치료 등과 관련된 증례를

2) 본문(Main body)

보고한다. 증례는 장황하지 않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 초점

본문에는 저자의 소속, 성명 등은 일체 포함하지 않는다.

을 맞추어 기술한다. 증례보고는 다음의 형식으로 원고를 준비
한다.

(1) 초록(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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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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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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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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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단을 나눈다. 종설, 특집, 증례보고는 구분 없이 한 문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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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한다. 편집인에게 보내는 글은 초록을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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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은 내용에 따라서 초록을 생략할 수 있다. 초록에서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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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헌을 인용할 수 없다.

tions), 참고문헌(References)

영문 초록 하단에는 Keywords를 기재하며 영문으로 Index

(3) Table and Figure: 표 또는 사진과 설명, 그림과 설명 순
서로 원고를 준비한다.

Medicus의 주제색인(MeSH-Medical Subject Headlines)
에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초록은 150 단어 이내, 참고문헌은 10개 이내, Keywords는
3개 이내, 표와 그림의 수는 합하여 3개 이내로 제한한다

(2) 서론(Introduction)
연구의 목적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제시하며 배경에 관한 기술

4) 편집인에게 보내는 글(Letter to the editor)

은 목적과 연관이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최근 1년간 “에필리아: 뇌전증과 사회”에 출판된 특정 논문에
대한 건설적인 비평 또는 의견을 서술할 수 있다. 이 글은 편집

(3) 방법(Methods)

인에 의해 게재여부가 결정된다. 형식은 다음과 같다.

연구의 계획, 대상과 방법을 순서대로 기술한다. 환자의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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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어떻게 확인하였는지,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였는지를 상세

명시한다.

히 기록한다. 실험 방법이 주안점인 경우 재현 가능하도록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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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적으로 기술한다. 기계 및 약품의 경우 괄호 안에 제조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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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국적을 기입한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연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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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의 임상시험 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tions), 참고문헌(References)

IRB)의 승인 및 동의서 취득 여부에 대한 윤리서약(ethical

(3) Table and Figure: 표 또는 사진과 설명, 그림과 설명 순
서로 원고를 준비한다
ii

statements)을 명시해야 한다.

www.jepil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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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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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중요한 경향과 요점은 간략히 기술한다.

- 학술지명의 표기는 Index Medicus의 공인 약어를 사용하

(5) 고찰(Discussion)

- 출판하지 않은 자료는 참고문헌에 기술할 수 없으며, 부득이

고, 이탤릭체를 사용한다.
연구 결과에 대해 다른 연관 자료와 비교 분석하면서 고찰한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 본문에 괄호하고 “(홍길동, 개인적 의

다. 연구 결과의 내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결론과 연구의

견 교환)” 혹은 “(홍길동, 미출간 데이터)”와 같이 기술한다.

목적을 연관시킨다. 새롭고 중요한 관찰을 강조하며, 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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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을 중복 기술하지 않는다. 관찰한 소견의 의미 및 한계점

문이어야 하며, 출판 예정인 저널 또는 단행본의 이름을 기

을 기술한다.

술한다.
다음의 예제를 참고한다.

(6) 감사의 글(Acknowledgment)
본 연구에 기여하였으나 공동저자로의 기준에 맞지 않은 사람

< 정기 학술지의 논문 >

에 대한 감사의 글을 넣을 수 있다. 연구 기여자의 구체적인 역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연도;권수:면수.

할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여야 하며(예를 들면, 자료 수집,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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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보조, 통계 처리, 실험 분석 등), 저자는 당사자에게 감사의

mas based upon 20 case records. J Korean Neurol

글에 이름을 기재한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사전에 동의를 받아

Assoc 1985;3:241-253.

야 한다. 해당 내용이 없으면 ‘없음’으로 적는다.

예 2: Landrigan CP, Rothschild JM, Cronin JW, et al. Effect of reducing interns’ work hours on serious

(7) 이해 충돌(Conflict of interest)

medical errors in intensive care units. N Engl J Med

저자는 원고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정 지원이나 논문에

2004;351:1838-1848.

대한 이해 관계에 충돌이 있다면 이를 명시한다. 해당 내용이
없으면 ‘없음’으로 적는다.

예 3: Currie LJ, Harrison HB, Trugman JM, Bennett JP,
Wooten GF. Early morning dystonia in Parkinson’s
disease. Neurology 1998;51:283-285.

(8) 저자 기여도(Author contrib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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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저자들이 본 연구에 기여한 바를 명시하며 영문으로 기술한

cinogenicity and occupational lung cancer. Envi-

다. 저자의 기여 항목별로 핵심적인 기여를 한 저자의 영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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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셜을 명시한다. 저자의 기여 항목 예시는 다음과 같다:
Conceptualization, Data curation, Formal analysis,

< 단행본 >

Funding acquisition, Investigation, Methodology, Proj-

저자명. 도서명. 발행판수. 발행지: 발행사, 연도;면수.

ect administration, Resources, Software, Super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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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idation, Visualization, Writing—original draf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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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ing— review & editing.
< 단행본 내의 chapter >
(9) 참고문헌(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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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은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 양식’의

지: 발행사, 연도;면수.

밴쿠버 표기 양식(Vancouver style)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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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문헌을 포함한 모든 문헌은 영문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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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인용한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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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와 함께 기록하고 본문에는 어깨번호를 붙여야 한다.

New York: Raven Press, 1984;353-360.

- 한 곳의 인용할 참고문헌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빈 여백 없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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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매체 자료 >

논문 심사 과정(Review Process)

예: Morse SS. Factors in the emergence of infectious diseases. Emerg Infect Dis [serial online] 1995 Jan-Mar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은 접수한 원고를 먼저 심사하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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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과 같은 경우에 심의 없이 저자에게 반송할 수 있다: (1)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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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지의 성격과 연관이 없는 원고, (2) 투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
은 원고, (3) 본 잡지의 학문적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원

3) 표(Table)

고. 편집위원회는 접수한 원고를 2명의 심사위원에게 의뢰하

표는 개별 파일로 제출한다. 표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기

여 심의를 받은 후, 게재 적합성에 대하여 최종 판정한다. 필요

록한다. 제목은 절 혹은 구의 형태로 표 상단에 기술하고, 첫

한 경우, 제3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심사자는 저자 정보를

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설명은 표 하단에 문장의 형태로 기

알 수 없다.

술한다. 표의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지 않고도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독자적인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본문에서 인용할 때,

교정쇄(Proofreading)

‘Table’이라는 표식 뒤에 한 칸을 띄고 본문 인용 순서대로 아
라비아 숫자 번호를 사용한다. 분량은 4줄 이상의 데이터를 포

저자는 출판사로부터 교정쇄를 받으면, 저자는 주의 깊게 오타

함하며 1쪽을 넘지 않는다. 약어 사용 시 해당 표의 하단에 풀

나 원고와 잘못된 부분을 살펴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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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진 원고의 변화로 인해 마지막 수정본과 그 의미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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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않아야 한다. 교정쇄는 저자에 의해 교정되어야 하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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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적으로 편집인이 확인한 후 출판한다.

바꾸면서 설명한다.

편집위원회는 내용이 변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구 수정을 할
수 있다.

4) 그림 또는 사진(Figure)
그림 또는 사진은 개별 파일로 제출한다 (JPEG, TIFF, or PPT

원고 제출(Submission)

format). 사진 또는 그림의 설명은 영문으로 기록한다. 제목은
절 혹은 구의 형태로 영문으로 기술하고, 첫 자를 대문자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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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다. 설명은 그림 아래에 문장의 형태로 기술한다. 그림 또

gmail.com)로 워드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는 사진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지 않고도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독자적인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본문에서 인용할 때,

< 원고 투고 및 문의처 >

‘Fig.’라는 표식 뒤에 한 칸을 띄고 본문 인용 순서대로 아라비

대한임상뇌전증연구학회

아 숫자 번호를 사용한다. 동일 번호의 사진이나 그림이 2개 이

주소: (42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35 (신당

상인 경우, 아라비아 숫자 이후에 알파벳 글자를 기입하여 표

동,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2층 신경과 뇌영상분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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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82-53-258-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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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82-53-258-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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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편: epilia.journal@gmail.com

‡, §, ∥, ¶, **, ††, ‡‡의 순으로 하며 이를 하단 각주에
줄을 바꾸면서 설명한다. 저자가 천연색 게재를 원하는 경우

< 규정의 발효 >

편집위원회에 출판 전에 알리며, 그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1) 본 규정은 2019년 0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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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ethics

윤리규정
제1조(목적)

제4조(윤리규정의 준수)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임상뇌전증연구학회(에필리아)의 학회

논문 투고자는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논문의 투고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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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 윤리규정 서약서 양식 ‘연구윤리규정 준수’란에 반드시

Community)’에 투고 또는 발표하는 논문에 대해서 투고자

서명, 제출하여야 한다.

또는 발표자, 그리고 대한임상뇌전증연구학회원들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 부정 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

제5조(윤리위원회)

며 준수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윤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한임상뇌전증
연구학회 내에 윤리위원회를 둔다.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4

제2조(적용대상)

인의 윤리위원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한다.

‘에필리아: 뇌전증과 사회’에 투고되는 모든 원고, 출판물, 투

제6조(윤리규정 심의)

고자, 대한임상뇌전증연구학회의 발표자와 발표물.
연구윤리 위반 사항에 대한 제보가 있으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제3조(위반행위)

신속히 소집하여 적절한 조사와 심의 후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1)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
는 위조

제7조(위반에 대한 처리)

2)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
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

1. 제보자에 대한 처리

하는 변조

1) 연구규정 위반에 대한 제보는 본 학회의 회원 및 비회원 누

3)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
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

구나 가능하다.
2) 제보는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

4)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

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의 제보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

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

명의 제보라도 위원회에서 그 내용과 증거가 구체적이라고

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

판단되면 조사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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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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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
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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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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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제8조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기타 위배되는 상황에 대한 심사 및 처리 절차는 대한의학학술
3.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처리

지편집인협의회에서 제정한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

1) 윤리위원회에서 확정될 경우 그 처리 결과를 학회 이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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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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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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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bo_id = 7)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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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transfer agreement

저자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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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서명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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