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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Paul Broca localized the area responsible for producing speech in the posterior region of the 
left frontal lobe, John Hurling Jackson provided evidence showing the presence of different mental 
functions in the right and left cerebral hemispheres. His theory was confirmed by the discovery of 
the sensory language area by Carl Wernicke. Eduard Hitzig and Gustav Fritsch identified the motor 
cortex by electrical stimulation. David Ferrier also used electrical stimulation to discover other func-
tional areas, including those responsible for hearing, vision, and intelligence. Hermann Munk cor-
rectly localized the visual cortex. The interesting story of Phineas Gage provided insights into the 
function of the frontal lobe. The first spontaneous electrical activity of the brain was recorded by 
Richard Caton, which led to the development of electroencephalography by Hans Be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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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연구의 역사 7: 뇌 기능의 국소화, 브로카 이후
이상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The History of Neuroscience 7: Localization of Brain Function after Broca
Sang Kun Lee, MD, PhD
Department of Neur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Review article

우성 반구(dominant hemisphere) 

브로카는 운동언어중추가 대부분 좌측 반구에 위치하고 있는 것

을 발견하였다. 그는 뇌엽(lobe)의 이름을 도입한 그라티올레

(Pierre Gratiolet, 1815–1865)와 또 다른 프랑스 학자 르레

(François Leuret, 1797–1851)와 더불어 태아 뇌 발달 과정에서 

좌측 뇌가 우측 뇌에 비하여 조금 더 먼저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

다(르레는 이탈리아의 해부학자 롤란드[Luigi Roland, 1773–

1831]의 이름을 따서 중심고랑에 Rolandic sulcus라는 이름을 붙

인 사람이다). 그들은 이것이 왼쪽 뇌가 오른쪽 뇌에 비하여 먼

저 발달하는 증거라고 생각하였는데, 좌측 뇌가 먼저 교육을 받

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언어중추가 좌측 뇌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가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인 것

도 설명해 준다. 반대로 왼손잡이는 오른쪽 뇌가 우성 반구가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런 이유로 브로카는 좌측 뇌(우성 반구)

가 지능과 사고 측면에서 우측 뇌에 비하여 우위에 있다고 생각

하였다.1 

이러한 발견과 별도로 브로카는 언어중추가 우성 반구가 아닌 

곳에 있는 여러 증례들을 발견하였다. 한 뇌전증 환자는 생전에 

언어 구사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사후 부검에서 광범위한 좌측 

반구의 손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브로카는 만일 뇌 손상이 충분

히 어린 나이에 일어나면 반대쪽 뇌가 기능을 대신하여 언어 기

능을 문제 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실제로 2–3세 

이전에 우성 반구에 심한 손상이 있으면 반대편 뇌에 언어 기능

이 생긴다). 

브로카가 언어 영역을 발견했다는 업적에 대해서는 시비가 있

었는데, 그것은 한 프랑스 시골 의사의 발표에서 비롯되었다. 

1836년에 마크 닥스(Marc Dax, 1770–1837)라는 의사가 좌측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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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손상으로 실어증과 우측 편마비가 발생한 세 환자의 증례를 

몽펠리에(Montpellier)에서 열린 프랑스 학회(French Academy 

of Science)에서 발표하였다.2 그러나 이 발표는 곧 잊혔다가 

1863년에 그의 아들인 구스타프 닥스(Gustav Dax, 1815–1893)

가 아버지의 업적을 이어받아 140명의 실어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을 제출하면서 다시 알려지게 되었다. 이 논문은 특히 언

어에 관한 좌측 반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는 

우성 반구에 대해서 확신이 없던 시기였고 심지어는 이를 주장하

는 학자를 사이비로 보는 풍조까지 있어 논문은 퇴짜를 맞았고, 

다시 출판되기까지는 2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하였다(사실 브

로카도 처음에는 우성 반구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다). 프랑스 학

계에 화가 난 구스타프는 브로카가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가 뇌의 

언어 영역을 발견한 최초의 사람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을 실은 편지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발표하기도 하

였다. 그렇지만 결국 브로카의 발견이 최초로 인정받게 되었는

데, 학계의 편파적인 분위기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

는 마크 닥스는 단순히 좌측 뇌가 언어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만

을 밝혔으나 브로카는 이 언어 영역이 전두엽의 세 번째 고랑에 

위치한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기는 해도 우

성 반구의 존재를 일찌감치 주장한 닥스 부자의 연구도 충분히 

인정받아 마땅하다. 또 아버지를 이어 연구를 계속해 나가면서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분투한 마크 닥스의 행동도 깊은 울림을 

준다.  

브로카가 실어증과 우성 반구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에 영국 신경학의 초석을 확립하고 현대 뇌전증 연구의 시발점으

로 인정받는 헐링 잭슨(John Hurling Jackson, 1835–1911, 뇌 연

구의 역사 4)도 같은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3 그는 

1864년에 좌측 반구가 손상된 31명 환자의 증상을 정리하여 보

고하였는데, 언어 장애와 우측 편마비를 주 증상으로 보고하였

다. 하지만 2년 뒤에 그는 이 소견을 어느 정도 수정하였는데, 언

어중추가 브로카가 주장한 것처럼 전적으로 좌측 반구(우성 반

구)에 위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좌측 

반구가 심하게 손상된 환자들도 갑작스러운 감정 반응에 따른 말

이나 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실어증이 있는 몇 명의 

아이들이 말은 전혀 할 수는 없었지만 노래는 부를 수 있다는 것

을 보고하였다. 이를 토대로 잭슨은 좌측 반구는 지적인 언어 능

력을 갖고 있으며, 우측 반구는 감정과 관련된 발화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설명하였다. 즉 양 반구가 모두 언어에 관계하며 다만 그 

질과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잭슨은 좌측 반구를 주 반

구(major hemisphere), 우측 반구는 부 반구(minor hemisphere)

로 명명하였다. 이 명명은 우측 반구가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은 

아니었으며, 서로 보완적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대

부분 좌측 반구가 손상된 환자들은 물건 또는 사람의 이름은 말

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또 누구인지 아는 데는 문제가 

없다. 반대로 우측 반구가 손상된 환자 중에서 일부는 시각 손상 

없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물건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는 경우

가 있고, 그 물건의 사용 목적도 모르게 되기도 한다. 또 보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주변 환경과 길을 인지하지 못하는 환자도 

있었다. 이것을 보고 우측 반구는 언어 능력이 거의 없는 데 반해 

물건과 공간 인식에 중요하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다. 

잭슨은 양측 반구의 기능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동시에 언어와 같은 기능이 뇌의 한 부분에만 국한하여 존재한다

는 것은 부정하였다. 뇌의 어떤 부위에 손상이 가해졌을 때 언어 

장애가 발생한다고 해서 바로 그 부분에만 그 기능이 있다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면서도 플루랑스(Jean 

Pierre Flourens)의 뇌 기능 전체주의와는 달리 특정 뇌 부위가 어

떤 기능에 다른 부위보다 더 중요할 수 있음은 인정하였다. 이 생

각으로 브로카의 운동 실어증을 해석한다면, 브로카 영역 이외에

도 뇌 다른 부위들도 언어 표현에 관여하는 것이 맞지만 그중에

서 브로카 영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외에 잭슨의 가장 유명한 발견은 뇌전증과 관련된 것이다. 

그는 뇌전증에 대하여 발작 초점을 기준으로 새 분류체계를 만들

었다. 이때 그가 사용한 대발작(grand mal seizure)은 최근까지도 

널리 사용되었다. 또 특정 순서대로 운동 발작이 진행(예를 들어 

처음에 한쪽 얼굴이 떨리고, 다음에 손과 팔, 그리고 다리까지 떨

리는 발작)되는 현상(잭슨 발작, Jacksonian epilepsy)도 기록하였

다. 그는 이 발작이 뇌 운동신경의 분포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뇌에 운동신경이 특정 모양과 순서로 분포하고 있을 것

으로 추정하였다(Fig. 1). 

감각 언어중추(Sensory language area)

브로카는 따로 뇌의 감각 언어중추의 위치에 대해서는 정확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실어증의 다양한 형태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감각 언어 영역은 1874년에 베르니케(Carl Wernicke, 

1848–1904)에 의해서 발견되었(Fig. 2).4 베르니케는 의과대학 

졸업 후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면서 신경 해부로 유명한 

마이너트(Theodore Hermann Meynert, 1833–1892, 여러 신경

계 구조물에 이 사람의 이름이 붙어있다)와 6개월간 일하는 기

회를 가지게 된다. 마이너트는 베르니케가 도착하기 전에 한 여

성 환자를 진찰하였는데, 이 환자는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는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을 하는 증상

을 가지고 있었다. 이 환자의 부검에서 좌측 측두엽의 상부에 뇌 

손상이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이 자리는 소리를 듣는 청신경의 

신호가 전달되는 자리 근처였다. 즉 소리를 듣는 자리 근처에 이 

증상을 만드는 부위, 즉 언어를 이해하는 자리가 있다고 생각되

었다(Fig. 3). 베르니케는 마이너트와 일하는 중인 1874년에 ‘실

어증 증상 증후군(Aphasische Symptmenocomplex)’이라는 책을 발



간하면서 이 증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베르니케는 1874년

에 독일로 돌아와서 같은 양상의 실어증을 보이는 여러 증례를 

추가로 보고하게 되었다. 이 환자들은 브로카 실어증에서 보이

는 것과 같이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유창하게 말을 하는 

점이 다른데, 다만 이 말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마치 종교적 황홀 상태에서 터져 나오는 방언과 유사

하다. 그와 더불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들리기는 하지만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을 보인다. 베르니케는 이러한 실어증을 

새로운 형태의 실어증 증후군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이러한 

업적은 당시 26세에 불과한 사람으로서는 대단한 업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베르니케는 이러한 실어증 현상을 통해서 언

어를 이해하고 말을 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는데, 우선 청각중추

를 통해서 말이 접수가 되면 이는 언어 이해 영역(언어에 대한 

기억이 저장되어 있는 곳, 베르니케 영역)으로 전달되어 그 뜻이 

이해가 된다. 이때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따라서 말하는 

경우 이 신호는 다시 전두엽의 언어 발화 영역(브로카 영역)으로 

전달되어 같은 단어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베르니케

는 언어 이해 영역의 손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실어증을 ‘감각실

어증’으로, 브로카 영역의 손상으로 나오는 실어증은 ‘운동실어

증’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이 중 감각실어증은 그의 이름을 따서 

베르니케 실어증이라고 부른다. 

베르니케는 이러한 언어 구조를 설명하면서 이 이론이 맞는다

면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을 바로 연결하는 통로가 있어야 

하며 만일 이러한 통로에 손상이 간다면 말을 듣고 바로 따라 말

하는 능력에 이상이 생길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실제로 훗날에 

이러한 실어증 형태가 발견되어, 알아들을 수도 있고 자기 생각

을 말할 수도 있으나 따라 말하기가 되지 않는 환자들이 발견되

었다(Fig. 3).5 현재에 와서는 이러한 형태의 실어증을 ‘전도실어

증(conduction aphasia)’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결과는 신경해부

학과 임상적 관찰이 잘 조화를 이루는 경우에 신경계 기능의 작

동방법을 추론하고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범적

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베르니케는 글씨를 읽는 뇌 영

역에도 관심을 가졌는데, 이 자리는 베르니케 영역 근처일 것이

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예측은 1892년에 프랑스 학자인 데제

Fig. 1. Topographic presentation of the motor cortex. The motor cortex is located in the posterior frontal area just anterior to the central sulcus.

Fig. 2. Carl Wernicke (1848–1904). United State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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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Joseph Jules Dejerine, 1849–1917)이, 뇌졸중을 앓은 후 갑자

기 말을 할 수는 있으나 시각 장애 없이 글을 읽는 것만이 불가능

해진(실독증, alexia) 환자를 보고하면서 사실로 확인되었다.6 이 

환자는 부검에서 좌측 뇌의 각회(angular gyrus)에 뇌경색이 있음

이 밝혀졌는데, 각회는 시각중추와 청각중추 사이에 위치하고 있

다(Fig. 4). 베르니케의 이름은 베르니케 뇌병증(Wernicke en-
cephalopathy)에도 남아 있는데, 이는 만성 알코올 중독 환자에

서 티아민(thiamine)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며, 의식 장애, 안구운

동 장애, 보행 장애를 특징으로 한다. 베르니케는 안타깝게도 56
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사이클 사고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운동중추의 발견

베르니케가 감각 언어중추를 발견하기 4년 전인 1870년에 두 명

의 독일 학자인 히지그(Eduard Hitzig)와 프리츠(Gustav Fritsch)

가 뇌 운동신경이 전두엽의 뒤 부분에 위치한다고 발표하였다

(Fig. 5).7,8 그들은 마취 없이 개의 대뇌피질을 전기자극 하였고 

개의 특정 부위에 불수의적인 움직임을 유발할 수 있었다고 주장

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당시의 통념에 반하는 것이었는데, 대뇌

피질은 전기자극에 아무 반응을 일으키지 못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된 이유는 할러(Albrecht von Haller, 
1708–1777)와 플루랑스의 전기자극 실험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뇌피질을 뜻하는 cortex는 라틴어

로 껍질이라는 뜻으로, 당시에 대뇌피질은 특별한 기능을 하지 

않는 단순한 외피로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플루랑스는 여기

에 특별히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뇌피질은 인간의 의

지와 감각신경이 넓게 퍼져 있으며(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퍼져 있

어서 한 부분을 자극해도 반응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운동

은 기저핵과 소뇌가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런 믿음이 

대세이기는 했지만 간간히 이에 반하는 현상이 보고된 바는 있

다. 예를 들어 알디니(뇌연구의 역사 4)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

은 시체의 대뇌를 전기로 자극하여 여러 움직임을 만드는 것을 

시연한 바 있고, 롤란드(Luigi Roland)는 와이어를 돼지 피질에 

삽입할 때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였다(그래서 운동신경 

피질을 Rolandic cortex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미 이야기한 대로 

잭슨은 잭슨 발작이라는 현상을 기록하면서 운동신경이 대뇌에 

특정 순서로 배열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사실 이전에 

동물에서 대뇌피질을 자극해도 운동이 유발되지 않았던 것은 동

물에서 운동피질이 일반적으로 자극하는 뇌 바깥쪽이 아니라 가

운데 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전기자극을 하는 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히지그는 베를린 대학을 나온 자존심과 카리스마를 갖춘 의사로, 

Fig. 3. Wernicke area (the sensory language area) is located in the 
superior temporal lobe adjacent to the auditory cortex. Wernicke 
area and Broca’s area are connected by a bundle of nerve fibers called 
the arcuate fasciculus. To repeat words, at first the sound reaches 
Wernicke’s area through the auditory cortex and traverses to Broca 
area through the arcuate fasciculus. Disrupting the arcuate fasciculus 
causes conduction aphasia, in which a patient can speak voluntarily 
and comprehend language but cannot repeat words that he or she 
hears.

Fig. 4. The location of the angular gyrus.

Fig. 5. Portrait of Eduard Hitzig and Gustave Fritsch. Wellcome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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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극이 의료에 널리 도입되기 이전부터 전기자극을 이용한 치

료로 명성을 얻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치료 세션 도중에 환자

의 후두부에 강한 전기자극을 주면(머리 바깥에서 자극한 것으로 

뇌피질을 직접 자극한 것은 아니다)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을 관

찰하였고, 이를 토대로 대뇌피질을 자극하면 특정 뇌 기능의 위

치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프리츠는 

반면에 의대를 졸업하기는 하였으나 자유분방한 인물로 남아프

리카로 모험 여행을 가거나 이집트와 중동 지역을 돌면서 인류학

책을 몇 권 출판하기도 하였다. 이런 여행 도중에 맞이한 제2차 

슐레스비히 전쟁에 외과의로 참전하면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다. 즉 두개골이 열린 환자의 상처를 소독하는 과정에서 약한 전

기자극에 의하여 환자가 불수의적인 근육 수축을 일으키는 것을 

본 것이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는 대뇌피질의 자극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 프리츠가 1860년대 후반에 베를린으로 이사 오면

서 히지그를 만나게 되고, 이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뇌피질 자극 

실험이 여러 동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마침내 1870년

에 개를 이용한 뇌피질 전기자극 실험이 성공을 거두게 된다. 그

들은 혀를 갖다 대면 겨우 알 수 있을 정도의 약한 전류를 사용하

여 대뇌피질을 자극하였고 자극 반구의 반대쪽에서 근육의 움직

임을 확인하였다. 또 약한 전류를 주면 경련을 일으키는 부위가 

좁아지고 더 강한 전류를 주면 그 부위가 늘어나는 것도 관찰하

였다. 그들은 이러한 피질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기자극을 

통해서 근육의 움직임을 일으킨 대뇌피질 부위를 외과적으로 절

제하여 그 부위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추가로 확인하였다. 이

로써 대뇌피질에 운동 영역이 있음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이 두 사람은 연구 결과를 1870년에 발표하였고, 뇌 국소화 이

론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잭슨 발작 현상의 타

당성도 증명해 주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들은 잭슨의 이론을 

알지 못했고 따라서 논문에 인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금부

터 등장하는 페리에(David Ferrier, 1843–1928)의 분노를 불러와

서 많은 비판을 받는 신세가 되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운동

피질에 의도적으로 손상을 주어도 그에 해당하는 운동기능의 완

전한 마비가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운동기능 영역의 

존재를 설명할 수는 있으나, 그 외에도 많은 다른 뇌 영역들이 운

동 기능에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국소화라는 것

이 ‘뇌의 바로 이 한 부분만이 전적으로 그 기능을 담당한다’라는 

뜻은 아닌 것이다. 

뇌 전기자극의 발전

전기자극으로 대뇌피질을 자극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

지면서 스코틀랜드 사람인 페리에(David Ferrier, 1843–1928)가 

이 기술을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여 신경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

하게 된다(Fig. 6).9,10 에든버러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하이델베르크에서 철학을 전공하기도 했던 페리에는 1870년에 

런던의 왕립병원(King’s College Hospital)에서 신경병리학자로 

근무하면서 동시에 ‘마비 및 뇌전증 환자를 위한 국립병원(Na-
tional Hospital for Paralysis and Epilepsy)’에서도 일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여기에서 잭슨과 개인적으로 교류하게 되면서 페

리에는 뇌 연구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잭슨은 이후

로 페리에의 멘토이자 진정한 친구로 남게 된다. 마침 1873년에 

영국의 가장 큰 정신병원(West Riding Lunatic Asylum in Wake-
field)으로부터 초청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는 수천 명의 정신질

환 환자가 있을 뿐 아니라 첨단의 연구 시설과 동물실험실이 갖

추어져 있었다. 이후 3년에 걸쳐 페리에는 잭슨과 히지그, 프리

츠의 발견을 여러모로 발전시키게 된다. 

페리에의 실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전기

자극에 의한 뇌 운동중추의 국소화이며 다른 하나는 전기자극으

로 확인된 운동피질에 손상을 주어 해당되는 운동 기능이 없어지

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페리에는 직류 전기를 이용하는 대

신에 패러디 자극(faradic stimulation)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조

직 손상을 피하면서 조금 더 일정한 자극을 대뇌피질에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이 방법을 통해서 페리에는 잭슨이 예

상했던 대로 전기자극에 의해서 운동발작을 만들어 낼 수 있었

Fig. 6. David Ferrier (1843–1928). Wellcome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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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어서 페리에는 히지그와 프리츠의 실험 결과를 발전시켜 

운동피질의 국소 지도를 완성하고자 했다. 그는 동물을 마취시키

는 경우 전기자극을 더 길게 줄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

견하였고, 전기자극의 강도를 낮게 주는 경우 아주 세분된 운동

을 만들 수 있으며, 강도를 높이면 보다 복합적이고 조화로운 운

동까지 유발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여러 종류의 동물에

서 이러한 실험을 적용하여 동물별로 운동신경의 분포와 운동피

질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도 관찰하였다. 즉 동물별로 발달한 운

동 기능에 따라 운동신경이 다르게 발전한 것이다.

페리에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영국 왕립학회에서 발표하고 그 

학회의 가장 저명한 학술지에 논문을 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 우여곡절도 있었다. 보통 이러한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 

이전의 중요한 연구 결과를 자세하게 인용하는 것은 당연한데, 

페리에는 히지그와 프리츠의 실험 결과를 거의 인용하지 않았다. 

이들이 페리에의 멘토인 잭슨의 연구 결과를 무시했다고 생각했

기 때문이다. 당연히 학술지 측은 이들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다시 논문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페리에는 그마저 거부하였다. 

그리고 원숭이의 운동중추를 찾는 데 주력하였다. 사실 히지그와 

프리츠의 실험은 전적으로 개를 이용한 것이었기 때문에 원숭이 

실험이 주된 주제로 떠오르게 되면 이들의 연구 결과를 덜 인용

해도 되기 때문이다. 

페리에는 실제로 원숭이 실험을 계속하여 모두 19군데 뇌 영

역에서 전기자극을 통해서 각기 다른 운동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

하였고, 이 영역들이 모두 전두엽의 뒷부분에 모여 있는 것도 확

인하였다. 이 밖에 두정엽이나 측두엽처럼 운동 중추에서 떨어진 

곳을 자극하면 더 복합적인 운동이 나타날 수 있는 것도 보았다. 

페리에의 이러한 실험 결과는 임상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원숭이는 다른 동물과 달리 사람에게 더 근접한 영장류

이고 만일 이 실험이 사람의 운동중추 발견으로 연결된다면 향후 

뇌 수술 등에서 중요한 운동신경의 보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었다. 실제로 페리에는 원숭이에서 확인된 운동신경 

지도를 인간에게 적용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 지도는 이후의 임

상 의사들에 의해서 대뇌 병소의 위치와 신체 마비 부분을 비교

하는 방법으로 확인되었다. 

인간 뇌에서의 전기자극 

페리에가 원숭이를 이용한 전기자극을 시행하고 있을 시점에 미

국 학술지에 인간 대뇌를 전기자극한 최초의 실험이 보고된다. 

이전까지 남성 성기능 장애에 대한 전문가로, 또 주사기를 통한 

약물 투입에 관한 매뉴얼로 이름을 알린 미국의 바톨로우(Robert 
Bartholow, 1831–1904)는 어느 날 치명적인 두피 악성궤양을 앓

던 메리 래퍼티(Mary Rafferty)라는 30세의 환자를 보게 된다.11 

바톨로우에 인계될 당시 래퍼티는 이미 두피 궤양과 두개골 감염

으로 대뇌 후반부의 두피와 두개골을 절제한 상태로, 경막에 둘

러싸인 대뇌가 겉으로 드러나 있었다. 바톨로우는 약한 교류 전

류를 경막으로 흘리는 방법으로 대뇌피질을 자극하였다. 대뇌 후

반부만 드러난 상태였기 때문에 운동피질 부위인 전두엽을 직접 

자극할 수는 없었지만 상부 두정엽은 자극할 수 있었고, 좌측 대

뇌를 자극한 결과 우측 손, 팔, 다리가 경직되면서 고개가 우측으

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대로 우측 대뇌를 자극하

면 좌측 신체에서 같은 반응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실험을 

4일에 걸쳐 총 6회의 세션으로 진행하였다. 비록 환자의 동의를 

얻었다고는 하지만 바톨로우는 논문에서 경막 자극으로 인한 통

증의 유발(경막에는 통증 신경이 분포하므로 경막을 자극하면 심

한 통증이 유발된다)이나 전기자극을 위한 전류의 강도 등은 언

급하지 않았다. 사실 바톨로우가 갑자기 이러한 실험을 하게 된 

것은 아니고 이전부터 살아있는 동물을 이용한 의학 실험의 필요

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었고 실제로 본인도 동물실험을 계

속해오고 있었다. 그리고 바톨로우도 그동안 발표된 페리에의 논

문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바톨로우는 경막 자극 후에도 실험을 계속하여 노출된 대뇌피

질을 직접 자극하는 쪽으로 나아갔다. 이 과정에서 두정엽을 자

극하면 운동 반응 후에 기분 나쁜 감각이 반대쪽 몸에 느껴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바톨로우가 점차 자극 강도를 높여가면서 마침

내 환자는 전신발작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리고 이틀 뒤 전기자

극 없이 우측 마비가 심해지면서 결국 심한 발작 후에 환자는 혼

수상태에 빠졌고 다음 날 사망하였다. 부검 결과 전기자극이 지

나간 자리를 따라 감염이 퍼져서 고름이 형성된 것이 관찰되었

다. 바톨로우가 이러한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자 주로 비난의 

목소리가 컸고, 페리에도 처음에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나

중에는 이러한 실험은 다시는 실행되지 말아야 한다고 비난하였

다. 심지어 바톨로우 본인도 만일 이러한 실험을 반복한다면 그

것은 범죄 행위라고 고백하였다. 래퍼티의 사례로 좋지 않은 이

미지가 있지만 바톨로우는 새로운 치료의 발견을 위한 의학 실험

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의학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으

며, 이후 필라델피아 제퍼슨 의과대학의 학장을 지내면서 순조로

운 일생을 보냈다. 

청각 및 시각중추

페리에의 업적 중에는 청각중추의 발견도 있다.12 페리에가 동물

실험에서 가쪽고랑(sylvian fissure) 주변의 측두엽 상부를 자극하

자 동물이 마치 무슨 소리를 들은 것처럼 갑자기 고개를 돌리는 

것을 발견하였다. 페리에는 이 자리가 청각중추일 가능성을 염두

에 두고 원숭이에서 양측 측두엽 상부에 손상을 주면 원숭이가 

소리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다른 연구

자가 같은 방법을 개에게 시행한 결과 청각 소실이 단기적으로만 



나타나고 이후 회복된다는 결과를 발표하자, 이 현상의 지속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측두엽 손상을 준 원숭이를 1년 이상 생존시키

면서 청각 소실 지속 여부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이렇게 만들어

진 청각 소실이 지속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심지어 

학회에 직접 원숭이를 동반하여 귀 바로 옆에서 총을 발사하는 

시연을 하기도 하였다. 물론 총이 바로 귀 옆에서 발사되는데도 

원숭이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시각중추의 위치에 관한 페리에의 주장은 더욱더 큰 논란을 일

으켰다.13 1875년에 페리에는 두정엽의 각회를 전기자극 하였는

데(Fig. 4), 이때 원숭이는 마치 시각 감각을 느낀 것처럼 눈을 움

직이고 깜박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을 증거로 오랜 세월 동

안 정체를 몰랐던 시각중추를 발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동안 

안구에서 출발한 시신경이 뇌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뇌에 시각중

추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나 실제로 정확

한 시각중추의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았다. 1724년에 이탈리아

의 인체 해부학자인 산토리니(Giovanni Santorini, 1681–1737)가 

뇌로 들어간 시신경이 시상의 한 부분(외측 슬상핵, lateral genic-
ulate body) (Fig. 7)에 이르는 것을 보고 이 자리를 시각중추로 

추정한 바가 있었다(실제로 시각을 담당하는 신경은 이 부분을 

거쳐 후두엽으로 흘러간다). 그리고 플루랑스는 대뇌피질을 모두 

제거하면 시각 기능이 사라지는 것을 본 바 있었다. 플루랑스는 

잘 알려진 전체주의자(뇌는 전체가 합쳐져서 기능을 하지 뇌 특

정 부분이 특정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이므로 특정 뇌 부분을 

시각중추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1855년에 이탈리아 해부학자인 

파니자(Bartholomo Panizza, 1785–1867)가 후두엽에 뇌졸중을 

앓은 사람에게서 시각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였고, 개 실험에서 

한쪽 눈이 멀게 되면 시신경이 퇴행하면서 후두엽까지 그 손상이 

진행되는 것도 확인하였다.14 그러나 이러한 선구적인 연구 결과

는 세상에 잘 알려지지 못하였다.

그래도 페리에는 각회를 시각중추로 지정하는 시점에서 파니

자의 보고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페리에가 후두엽을 자극했을 

때는 아무런 눈동자의 움직임도 관찰할 수 없었고 후두엽에 병소

를 만들어도 특별한 시각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쪽 

각회에 병소를 만드는 경우 반대쪽 눈의 시각이 손상이 되며 양

쪽에 손상을 주면 원숭이가 바로 앞에 있는 물건을 인지하지 못

하는 것을 보고 페리에는 최종적으로 각회를 시각중추라고 지목

하게 된 것이다. 

페리에의 이러한 주장은 2년 뒤에 독일 생리학자인 뭉크(Her-
mann Munk, 1839–1912)에 의해서 심한 비판을 받게 된다.15 뭉

크는 동물실험에서 각회가 아니라 양측의 후두엽 피질을 제거하

면 완전한 실명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증명하였다. 더 중요한 

발견은 한 쪽의 후두엽 피질에 손상을 주면 반대쪽 눈이 아니라 

양쪽 눈의 반대쪽 시야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Fig. 7). 이 

외에 뭉크는 매우 흥미로운 발견도 하였는데, 후두엽 근처에 작

은 병소를 만들면 동물이 물체를 볼 수는 있으나 그 물체의 의미

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동물이 배고픈 상태에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보아도 먹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었다. 

또 불을 갖다 대어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도 이 동

물들은 장애물을 잘 피할 수 있었다. 마치 동물이 볼 수는 있으나 

시각으로 확인된 물체에 대한 기억이 없어진 것과 같은 모습이었

다. 뭉크는 이 현상을 정신적 실명(psychic blindness)라고 명명하

였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는 영구적인 것은 아니었고 충분한 시

Fig. 7. Visual pathway. When an injury (thick red bar) occurs in the optic radiation or occipital lobe in one hemisphere, a patient cannot see the 
contralateral side in both eyes (homonymous hemianop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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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주면 동물들은 다시 물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후두

엽이 일부분만 살아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실명 상태를 벗어나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후두엽이 모두 손상될 정도로 큰 

병소를 만들면 영구적 실명이 오게 되는데, 이를 피질 실명(corti-
cal blindness)이라고 표현하였다.

페리에와 뭉크는 이 문제로 오랜 기간 논쟁을 벌였고 결국 뭉

크의 이론이 옳은 것으로 증명되었다. 페리에가 이러한 잘못된 

결론을 내린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페리에의 실험동

물들은 병소를 만든 후 대부분 몇 주 만에 죽었기 때문에 시각 이

상이 지속되는지 혹은 좋아지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다. 반면에 

뭉크의 동물들은 몇 개월 또는 몇 년까지도 생존했으므로 시각 

증상이 점차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페리에의 각회 

손상 후에 생기는 시야 장애는 영구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

다. 다른 한 가지는 페리에가 후두엽이라고 생각하고 손상을 준 

자리가 사실은 후두엽 전체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즉 페리에는 

병소를 만들 때 새발톱고랑(calcarine fissure)이라는 자리를 남겨

놓았는데, 바로 이 자리가 결정적으로 시각에 중요한 중추였다. 

즉 페리에가 후두엽에 손상을 주어도 시각 장애가 생기지 않는다

고 한 것은 시각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남겨놓았기 때문이었다. 

뭉크는 이러한 사실을 1881년에 베를린 생리학회에서 발표하면

서 페리에의 업적을 심하게 비판하였는데 이러한 과도한 비난은 

본인의 명성에도 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대뇌피질의 국소화에 관한 증거가 쌓여갔지만 여전히 

이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많이 있었다. 그중에 스트라스부르크의 

골츠(Friedrich Leopold Goltz, 1834–1902)가 있었다.16 그는 개

구리의 대뇌를 제거해도 개구리가 계속 울 수 있고, 개의 대뇌피

질을 제거해도 감각을 느낄 수 있어 밝은 빛을 피할 뿐 아니라 모

양은 이상했지만 걷는 것도 가능한 것을 관찰하였다. 또 음식을 

찾는 능력은 없어졌지만 음식을 입에 가져다주면 먹는 데 문제가 

없었다. 골츠는 이러한 결과를 대뇌 국소화에 반하는 증거로 보

았으며 대뇌 어느 부분이라도 일정 부분 이상이 손상되면 주의력 

등에 장애가 생겨 행동 변화가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골츠는 

이렇게 만든 개들을 1881년 영국에서 열린 국제 의학회에 직접 

데려가서 발표하였다. 이 학회는 당시로서는 가장 큰 학회였으며 

학자의 연구 결과를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었

다. 무려 120,000명이 넘는 관람객이 모였으며, 발표자만 해도 

70개국, 3,000명 이상이었다. 골츠는 이 자리에서 대뇌피질의 대

부분이 제거된 개들이 뛰어다니고 보거나 냄새를 맡고 통증을 느

끼는 것을 시연하였다. 그러나 이 발표 뒤에 바로 페리에가 등장

하여 자신의 유명한 원숭이들을 선보였다. 이 원숭이들은 대뇌피

질의 작은 병소로 인하여 선택적인 운동, 시각 장애 등이 생긴 상

태였다. 곧이어 두 사람은 격렬한 토론을 벌였고 특히 페리에는 

골츠가 대뇌피질의 중요한 부분들을 모두 제거하지 않았다고 공

격하였다. 이러한 토론 끝에 좌장은 두 사람에게 실험동물 한 마

리씩을 희생해서 대뇌를 조사할 것을 제안하였고 두 사람의 동의 

하에 이 확인 과정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페리에의 

말이 옳았음이 입증되었다. 즉 페리에가 주장하는 병소는 바로 

그 자리에 있었으나 골츠의 개에는 상당한 부분의 대뇌피질이 남

아 있었던 것이다. 골츠는 이외에도 귀의 세반고리관이 몸의 위

치 감각을 전달하며 자세를 유지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밝힌 것으

로 유명하다. 

그러나 페리에의 이러한 공개적인 행보는 동물 보호 단체의 눈

에 띄는 계기가 되었고 1876년에 통과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로 경찰에 소환되는 신세가 되었다. 이 동물보호법은 동물실험은 

인간의 생명을 구하거나 연장하는 목적을 갖고 꼭 필요한 경우에

만 시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실험은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페리에는 물론 이러한 허가를 신청하였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거부되어 있는 상태였다. 다행히도 무죄로 방

면되기는 하였지만 이러한 사건은 예나 지금이나 동물의 권익 보

호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두엽의 기능

페리에의 다음 목표는 전두엽의 기능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당

시 이미 브로카가 언어중추를 발견하였고, 프리츠와 히지그에 

의해서 운동중추가 전두엽에 있음이 확인된 바 있으나 이 두 영

역은 전두엽의 전체 크기에 비하면 매우 작은 부분이었다. 전두

엽은 인간에서 가장 발달한 부분으로 전체 대뇌의 30%를 차지

하며, 진화 과정에서 가장 최근에 발달한 부분이다. 이러한 이유

로 적자생존이라는 말로 유명한 영국의 철학자이자 진화생물학

자인 스펜서(Herbert Spencer, 1820–1903)가 이 부분에 인간의 

추상적 사고, 인간성, 도덕적인 생각 등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

였다.

1870년대에 페리에는 동물을 이용하여 전두엽의 기능을 연구

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전두엽의 앞부분을 전기자극 하였을 때 

특별한 반응을 관찰할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제거하

게 되면 원숭이의 행동 양상이 뚜렷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동물이 더 이상 주변에 관심을 갖지 않고 감정적

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이었다. 마치 행동을 하려는 의지가 사라지

고 지능이 없어진 것 같은 모습이었다. 이를 근거로 페리에는 전

두엽에 지능이 위치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페리에와 설전을 벌였

던 골츠도 이 의견에 동조하였다. 골츠도 개에서 같은 실험을 하

였고 개들의 표정이 다르게 변하며 정상적인 공포 반응도 사라지

는 것을 관찰하였다. 하지만 당시에 이러한 의견이 지배적인 것

은 아니었고, 독일 학자로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과학자의 훌륭한 

모델로 알려진 로엡(Jacques Loeb, 1859–1924)이 ‘개에서 제거

하여도 아무런 영향이 없는 부분은 바로 전두엽이다’라고 하였던 

것과 같은 생각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런 상황에서 1878년에 ‘미국 쇠 지렛대 증례(American 

crowbar case)’로 알려진 매우 흥미로운 증례가 발표되었다(Fig. 

8).17 증례의 주인공은 게이지(Phineas Gage, 1823–1860)로, 철

도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1848년에 끔찍한 화약 폭발사고

를 경험하게 된다. 폭파 직전에 뒤쪽에 있던 동료에게 잠깐 한눈

을 팔면서 폭발 선상에 얼굴을 들이미는 결과가 되었다. 이 폭발

로 길이 110 cm에 무게가 6 kg에 가까운 쇠기둥이 날아가서 게

이지의 왼쪽 빰을 뚫고 왼쪽 눈 뒤를 지나 왼쪽 뇌를 관통하면서 

두개골 위로 뚫고 지나가게 되었다. 즉 게이지는 대뇌 전두엽에 

막대한 손상을 입게 된 것이다. 신기하게도 처음에 잠깐 동안 경

련을 하면서 정신을 잃었던 게이지는 수 분 후에 바로 정신을 차

리고 마치 멀쩡한 사람처럼 행동하였다. 병원에 실려간 게이지는 

스스로 걸을 수도 있었고 곧 작업장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자신하

였지만 바로 다시 혼수상태로 빠졌다. 여기에다 감염도 문제가 

되어 한때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결국 2개월 만에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하였다. 사고의 흔적은 겉으로는 왼쪽 눈의 실명과 두

개골의 함몰 흔적만이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신체적으로는 일

하는 데 문제가 없었지만, 인간성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사고 전

까지 책임감 있고 매우 효율적인 일꾼이었던 게이지는 사고 후에

는 매우 변덕스럽고, 충동적이며 자제가 안 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다. 상스러운 말을 쓰고 동료에 대한 예의도 없으며, 사회 규

약을 지키려는 노력도 없었다. 이 증례를 발표한 담당 의사 할로

우(John Harlow, 1819–1907)는 게이지를 어린이의 지능에 성인

의 힘과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하였다. 결국 게이지는 

본인의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로 정상적

인 직업을 가질 수 없었다. 한때 뉴욕의 한 박물관에서 자신의 철

봉과 같이 전시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할로우는 1868년에 사

고 이후의 게이지의 인생 역정을 다시 논문으로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한 증례의 장기간의 변화를 관찰한 모범사례로 여겨지고 

Fig. 8. (A)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case of Phineas Gage. (B) 
Skull and death mask of Phineas Gage; Warren Anatomical Museum 
of Harvard University.

있다. 

페리에는 게이지의 케이스에 특히 관심을 가졌는데, 이 증례로 

전두엽의 손상으로 운동이나 감각에 이상 없이 인격의 변화가 나

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덕분에 게이지는 신경학 

역사상 가장 유명한 증례의 한 예로 기록되고 있으며 게이지의 

두개골은 아직도 하버드 대학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셰링톤

은 1892년에 이러한 페리에의 전체 업적을 칭송하면서 ‘과학적

인 골상학(이전의 비과학적 골상학과 달리 과학적 실험에 바탕을 

둔 뇌 기능의 국소화를 밝혔다는 점에서)’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

다고 하였다. 

대뇌의 기능과 전기생리학적 측정

신경외과학적 두뇌 기능의 발견과 더불어 비슷한 시기에 대뇌의 

전기생리학적 측정이 시작되고 발달하게 되었다. 대뇌 전기생리

학적 변화를 최초로 측정한 사람은 캐튼(Richard Caton, 1842–

1926)이다.15 페리에와 같이 에든버러에서 수학한 캐튼은 리버

풀 의학 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왕립병원 학교에서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는 토끼와 원숭이를 

주로 사용하여 대뇌피질의 자발적, 또는 기능과 관련된 전기생

리학적 변화를 갈바노미터(galvanometer)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이 결과들을 1875년에 영국 학회에서 발표하고 곧이어 학술지

에 발표하였다. 캐튼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평상시에는 대뇌

피질의 바깥쪽이 안쪽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양극을 유지하다가 

대뇌피질이 기능을 수행하는 순간에는 상대적으로 음극 쪽으로 

변한다는 것이었다. 이때 캐튼이 사용한 운동 방법은 고개를 돌

리거나 음식을 씹는 행동 등이었고, 감각 자극으로는 빛을 이용

하였다. 특히 페리에가 발견한 눈꺼풀 움직임과 관련된 뇌 부위

는 빛을 망막에 주는 경우 뚜렷한 전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을 볼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캐튼은 전극을 두 개 이상 부착하여 

전기의 방향이 바뀌는 것도 관찰하였고, 수면 중에 전기의 강도

가 강해지고 실험동물이 죽은 후에 점차 약해지다가 없어지는 

것도 밝혔다. 케튼은 이 연구 결과를 1877년에 미국에 건너가서

도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다른 연

구자들은 이 결과를 잘 알지 못하였고, 그 결과 다른 여러 학자

가 서로 자신이 최초로 대뇌피질의 전기생리학적 변화를 기록하

였다고 주장하는 혼란이 생겼다. 결국 1891년에 캐튼이 독일의 

의학잡지의 편집장에게 1875년의 본인의 연구를 다시 요약하여 

보내면서 자신의 업적을 재강조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러한 캐튼의 업적은 마침내 버거(Hans Berger, 1873–1941)가 

1929년에 사람의 뇌파를 기록하는 데까지 연결되었다. 이 과정

에서 버거는 다른 연구자들과는 달리 캐튼의 업적을 확실하게 

인용하였는데 불행히도 이미 4년 전에 캐튼은 세상을 떠난 상태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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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거는 독일의 정신과 의사로서 1924년에 뇌파(electroenceph-
alography)를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유명하다(Fig. 9).18 버거는 

처음에 천체과학자가 되기 위하여 수학을 공부하기로 했는데, 한 

학기 만에 중단하고 1년 계약으로 기병으로 지원하였다. 그런데 

기병 훈련 중에 버거의 인생을 바꿔 놓는 경험을 하게 된다. 말이 

갑자기 일어서는 바람에 말에서 떨어져서, 뒤에서 말이 끄는 대

포가 제때 멈춰 서지 않았다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했던 

것이다. 크게 놀라기는 했지만 부상 없이 일어난 버거는, 그 뒤에 

놀라운 연락을 받게 된다. 바로 같은 시간에 몇 킬로미터나 떨어

진 그의 집에 있던 여동생이 강한 예감을 갖고 그의 아버지로 하

여금 부대에 연락해서 오빠가 무사한지 물어보게 했던 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버거는 위험에 처한 자신의 생각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달리 가까웠던 동생에게 전달된 것으로 생각하고 군 생

활이 끝나자마자 경로를 의사가 되는 길로 바꾸어서 주관적인 정

신적 경험이 어떻게 객관적인 방법으로 바깥으로 전달될 수 있는

지를 일생의 화두로 삼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1924년에 최초

로 뇌의 전기적인 현상을 두피에서 기록하면서 인간의 뇌파를 최

초로 측정한 사람이 된 것이다(물론 처음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

었지만). 그러나 막상 기록에 성공하고서도(당시 일반적인 개념

에 너무 반하는 결과여서) 5년이나 고민 끝에 출판을 하였다. 역

시 당시 독일 과학계의 반응은 그의 발견을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것이었다. 버거는 이러한 반응에도 전혀 굴하거나 당당한 태도를 

잃지 않았지만, 사실 그가 기계나 전기에 문외한이었던 것이 문

제를 더 키운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마침내 영국 생리학자인 아

드리안(Edgar Douglas Adrian, 1889–1977)과 매튜스(Bryan Har-

Fig. 9. Hans Berger (1873–1941). Getty Images.

old Cabot Matthews, 1906–1986)가 1934년에 뇌파의 전기생리

학적 특성을 설명할 수 있게 되면서 1930년대 후반부터는 뇌파

의 존재가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아드리안은 단일 신경섬유(nerve fiber)의 전기적 흐름을 연구

하던 1928년에 신경세포에 전기적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연

히 발견하게 된다. 그는 전극을 개구리의 시신경에 연결하고 망

막의 자극과의 관계를 보는 연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캄캄한 

공간에서 연구 도중에 반복해서 증폭기로 활발한 전기 현상이 들

리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이 전기 신호를 의미하는 소리는 아드

리안 자신이 개구리의 눈앞에서 움직일 때마다 나타나는 것이었

고 결국 개구리가 아드리안을 볼 때마다 시각세포에서 전기적인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19 이 발견으로 아드리안은 노벨상을 수상

하였다. 아드리안은 이 결과를 더 확장해서, 각 동물의 피부를 자

극하는 방법으로 대뇌의 감각신경의 지도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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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뇌전증 환자에서 평소 뇌전증 발작이 없이도 두통을 자주 호소하

기도 하고, 두통 자체가 뇌전증 발작의 증상으로 표현되는 경우

도 있으며, 뇌전증 발작 후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각각의 

발작과 관련된 두통들은 발생 시기에 따라 Fig. 1과 같이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뇌전증 발작이 없는 시기, 즉 발작 전 두통을 호

소하는 유병률은 1%에서 10%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중 편두

통과 같은 양상으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30%에서 60%이며, 

긴장형 두통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20% 정도라고 한다.1,2 특히, 

편두통과 뇌전증은 병태생리학적 기전으로도 뇌간의 삼차신경 

경추복합체(trigeminal cervical complex, TCC)를 통한 통증을 시

상하부와 피질로 전달하는 공통의 기전을 가지고 있다.3 뇌전증 

환자의 경우, 두통 자체가 뇌전증 발작의 전조 증상이나 뇌전증 

발작의 하나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특히 환자의 치료적

인 부분이 단순 두통을 조절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진단적인 측면에서 두통이 뇌전증 발작의 양상 중 하나인지 뇌전

증 발작과 관련 없는 단순 두통인지를 감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 또한 뇌전증 발작 후 발생하는 두통의 경우, 통증에 대한 

부분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즉 우울감과 삶의 질의 저하 등

이 뇌전증 후 두통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4 본 종설에서는 진단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뇌전증 발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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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headache and epilepsy is complex, and the nature of this association re-
mains unclear. The terms ictal epileptic headache (IEH) and postictal headache (PIH) have been 
increasingly used in the last 10 years to define a headache as an isolated symptom of epileptic sei-
zure, and these terms are now recognized in the criteria of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Head-
ache Disorders, 3rd edition. A clinical depiction and electroencephalography in patients with sus-
pected IEH are mandatory to achieve a correct diagnosis. PIH is often a comorbidity in patients 
with epilepsy. However, this condition is usually neglected in clinical practice because the motor 
manifestations and other features of a seizure are sometimes comparatively more dramatic and im-
pactful for patients and their families. This review discusses IEH criteria and the clinical, historical, 
epidemiological, and patho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of IEH itself. In addition, issues regarding 
the prevalence, characteristics, and clinical predictors of PIH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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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과 임상에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뇌전증 발생 후 두통에 대

한 임상적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두통에 대한 접근 및 치

료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자 한다. 

본론

1. 뇌전증 발작 중 두통(ictal epileptic headache) 

‘뇌전증 발작 중 두통(ictal epileptic headache, IEH)’은 과거 ‘뇌

전증 두통(ictal headache)’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고, 2018년

도 국제두통질환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Headache 

Disorders, ICHD) 제3판부터 IEH로 명시되었다.5 IEH는 뇌전

증 국소발작(focal seizure) 동안 발생하는 두통으로, 발작방전(ic-
tal discharge)과 동측으로 나타나며 발작이 끝난 직후 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완화되는 증상을 말한다. ICHD 제3판에 나온 진단 

기준으로는 국소뇌전증(focal epilepsy)으로 진단받은 환자에서 

다음 중 두 가지 모두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1) 두통이 

부분발작과 동시에 발생함, (2) 다음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모

두를 만족함: ⓐ 두통이 발작방전과 동측임, ⓑ 두통이 부분발작

이 끝난 후 신속하고 의미 있게 호전되거나 없어짐. 그리고 이러

한 증상이 다른 두통의 진단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진단할 수 있

다.5 보통 IEH는 다른 뇌전증 증상들과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

다. 예를 들면 운동, 감각, 자율신경계 등의 증상들이 동반되면서 

두통을 호소할 수 있다. 그러나, IEH 중에도 뇌전증의 단독 증상

으로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진단이 어렵

고 단순 두통으로 진단되어 항경련제의 투여가 적절히 이루어지

지 않을 수 있다. IEH에서 두통만 단독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

를 ‘뇌전증형 반두통(hemicrania epileptica)’이라고 정의하는데, 

이는 매우 드문 변이로 동측의 두통과 뇌파상의 뇌전증 발작이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5 반면, 오히려 뇌전증 환자에서 새로이 발

생한 두통을 뇌전증 발작과 연관된 증상으로만 생각하여 다른 두

통과 감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40대–50대에서는 

주로 두통의 원인이 되는 뇌종양을 놓치거나, 60대–70대의 경우 

뇌혈관질환과 관련된 2차성 두통을 놓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

울여 진단해야 한다. 

뇌전증 발작의 전조 증상으로 두통(headache as a seizure aura)

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도 ICHD의 정의에 따라 

IEH에 포함된다. 뇌전증학회에서 제시하는 국제항뇌전증연맹 

(International League Against Epilepsy, ILAE)의 분류에 따르면 

이러한 두통은 뇌전증 조짐(epileptic aura)에 해당이 된다.6 뇌전

증 조짐이란 환자가 눈에 보이는 명백한 뇌전증 발작 증상 전에 

주관적으로 느끼는 발작방전의 현상(ictal phenomenon)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두통 이외에도 이전의 기억이 떠오

르거나 낯선 물건 및 장소가 친숙하게 느껴지는 기시감(deja-vu),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속에서 무언가 치밀어 오르는 느낌의 자율

신경계 증상 등이 있다. 이 경우, 뇌파를 모니터링하여 증상과 매

칭되는 뇌전증모양 방전(epileptiform discharge)이 발견되면 뇌전

증 조짐으로 진단할 수 있으나, 실제 이렇게 환자가 주관적으로만 

증상을 느낄 경우는 발작방전 부위가 매우 작아 일반적으로 촬영

하는 뇌파에서는 뇌전증모양 방전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7 

IEH의 유병률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최근 2014–2019년

도 동안 보고된 연구 사이에서도 유병률이 0.7%에서 10%까지 

그 차이가 매우 크다.8,9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IEH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자가설문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 뇌전증 

환자들은 발작 시 증상에 대한 회상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re-
call bias의 문제가 있다. 또한, 의사가 질환을 간과하거나 임상에

서 진료 시 진단명에 뇌전증 외 두통을 넣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데이터를 통한 연구에서 누락될 수 있다. 이에, 실제 자가설문지

로만 시행한 연구에서는 유병률이 10%로 높게 보고된 반면, 국

내에서 비디오 뇌파 모니터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는 유병률이 

0.7%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IEH는 질환만의 독

특한 양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 진단이 더욱 어렵다. 두통 양상도 

편두통, 긴장성 두통과 같은 양상으로 다양하며, 통증을 호소하

는 위치도 다양하게 나타난다.10 2016년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비디오 뇌파 모니터링을 받은 831명의 뇌전증 환자에서 뇌전증 

조짐으로 나타나는 두통을 가진 환자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

다.8 이 연구에서 6명(0.7%)의 환자들이 뇌전증 발작 시 두통을 

호소하였으며, 비디오 뇌파 모니터링에서 두통 시작 후 평균 –5
초에서 14초 후에 발작방전이 나타났고 두통과 동반된 운동 또

는 감각 등의 임상적 발작 증상들은 평균 1초에서 35초 후 나타

났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6명 중 2명은 앞서 언급하였던 뇌전증

형 반두통으로 진단되었고, 뇌파에서 보이는 발작방전과 동측으

로 두통을 호소하였으며, 뇌전증 발작이 있을 때 발작 부위로 뇌

혈류의 증가를 확인하는 핵의학 영상인 ictal SPECT에서 동측 

부위로 뇌혈류의 증가도 관찰되었다. 

IEH는 소아에서도 종종 보고되고 있다.11 최근 ILAE에서 정의

하는 전기임상증후군(electroclinical syndrome) 중, self-limited 

epilepsy with autonomic seizures (과거에는 ‘Panayiotopoulos 양
성 소아 뇌전증’으로 명명)의 경우 두통을 동반한 자율신경계 증

상들이 나타나는데 주로 1–13세(3–6세에 가장 빈번)에 나타날 

Fig. 1. A timeline of ictal-epileptic headache and postictal headache.

Preictal headache Postictal headache

+ 3 hr + 72 hr
• Ictal epileptic headache
- Hemicrania epileptica
- Headache as a seizure aura

Epileptic seiz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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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2–3년 뒤 저절로 호전되는 양상을 보인다.12 이 질환의 

경우 소아는 뇌전증 발작의 증상에 대해 본인이 표현하지 못하고 

두통만 여러 차례 호소하여 진단이 지연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

러므로 소아에서 주기적인 두통을 보이는 경우, 짧은 의식 소실

과 함께 침을 흘리는 모습, 얼굴이 창백해지는 모습, 구토를 동반

하는 등의 다른 양상이 동반되는지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

뇌전증 환자에서의 두통이 드물게 비경련성 뇌전증지속상태

(status epilepticus)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보고되었다. 최

근 한 보고에서, 과거 뇌전증 병력을 가진 환자가 항경련제의 복

용을 중단하고 난 뒤부터 편두통 양상의 두통이 잦아졌고 진통제

로 호전이 되지 않아 병원에 내원하였다. 입원에서 시행한 비디

오 뇌파 모니터링에서 뇌전증모양 방전파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확인되었고, 항경련제로 재치료 후 두통이 호전되어 퇴원하

였다.13 이처럼 IEH는 다양한 연령에서 다양한 임상 양상으로 나

타나기 때문에, 의사가 진료실에서 의심하지 않는다면 쉽게 간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다음과 같은 임상 

양상 중 한 가지 이상을 보인다면 뇌파 검사를 시행하여 뇌전증

에 의한 두통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7 (1) 과거 뇌전증 병력이 

있는 경우, (2) 과거에 종종 있던 두통 양상과는 다른 양상의 두

통이 발생한 경우, (3) 두통에 사용하는 진통제로 두통이 전혀 호

전되지 않는 경우, (4) 감각, 인지, 운동신경 및 자율신경계를 침

범하는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5) 뇌전증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2. 뇌전증 발작 중 두통의 발생기전(pathophysiology of ictal 

epileptic headache) 

IEH나 편두통 모두, 뇌 신경의 흥분/억제(neuronal excitation/

inhibition)의 불균형이 통증을 유발한다. 짧게 요약하면, 뇌전증

의 과흥분성은 억제성 신호인 GABAergic transmission이 손상되

면서 과동기화된 발작 돌발파(hypersynchrous seizure burst)가 

일어나 두통을 유발한다.14 편두통의 경우는 반대로 흥분성 신호

인 glutamatergic transmission이 증강되면서 과흥분성이 발생하

고, 이로 인하여 염증성 변화와 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티드

(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 CGRP)의 방출로 피질 확산성 

탈분극(cortical spreading depolarization, CSD)의 동반 또는 동

반 없이 통증의 경로가 활성화된다(Fig. 2).15 CSD는 특히 편두통

성 전조를 설명하는 기전의 하나로도 알려져 있으며, CSD에 의

해 삼차신경 혈관계(trigeminovascular system)를 통해 편두통이 

발생한다.16 뇌전증에서도 신경계 교류망의 탈분극이 서서히 일

어나면서 피질의 과흥분성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CSD의 현상이 

일어난다. CSD에 의해 세포 외 공간에 K+과 H+를 포함한 유해

분자(noxious molecule)들과 염증성 변화가 증가하게 되면 삼차

신경절의 신경세포들을 통해 TCC에 신호가 전달되고, 이 신호

는 시상하부, 피질에 전달되어 통증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7  

그 밖에, 뇌전증 발작 시 나타나는 두통의 기전으로 알려져 있

는 또 다른 가설로는 뇌병변 자체가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다. 일

차성 감각영역이나, 중추성 자율신경계(예, 시상하부[hypothala-
mus], 섬엽[insula], 전대상피질[anterior cingulate cortex], 내전두

피질[medial prefrontal cortex], 쐐기앞소엽[precuneus], 편도체

[amygdala], 변연계[limbic system]) 부위의 뇌전증 발작 자체가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17,18 그러나 삼차신경 혈관계

를 거치지 않은 직접적인 뇌 영역에 의한 통증 유발에 대한 기전

은 근거가 아직 부족하다. 

3. 뇌전증 발작 후 두통(postictal headache) 

ICHD 제3판에 의하면 ‘뇌전증 발작 후 두통(postictal headache, 

PIH)’은 뇌전증 발작 3시간 이내에 유발되어 발생하는 두통으

로, 발작이 끝난 후 72시간 이내에 자연적으로 완화되는 두통을 

말한다.5 이러한 두통은 환자가 최근 국소 또는 전신뇌전증 발작

의 병력이 있어야 한다. PIH는 뇌전증 환자의 약 37%–51%가 호

소하는, 비교적 높은 유병률을 가진 흔한 증상이다.19 최근 뇌전

증 환자에서 두통에 대해 역학 조사한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체

계적 문헌고찰에 따르면, 뇌전증 환자에서의 두통 중 PIH가 

43.1%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남자보다는 여성 환자가 더 두통

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0 PIH의 임상적 특징을 살펴보

면, 약 50% 이상은 편두통양 두통을 호소하고, 이러한 두통은 측

두엽 뇌전증 또는 전두엽 뇌전증 환자의 40% 이상, 후두엽 뇌전

증 환자의 60%까지 나타난다.5 특히 전신성 근간대성 발작에서 

Fig. 2. Putative pathophysiological mechanisms linking epilepsy and 
headache. CGRP, 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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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흔하게 발생하며, 비경련성 발작(nonconvulsive seizure)보다

는 경련성 발작에서 더 흔하게 나타난다고 보고된다.19 

PIH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2016년도에 발표한 한 연구 결

과이다.21 삼성서울병원에서 177명의 뇌전증 환자들에게 두통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이들 중 34명(19.2%)이 평소 뇌전

증 발작이 없을 때 두통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48명(27.1%)은 

PIH가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환자들에게 우울증과 자살위험성 

빈도에 대한 설문조사도 시행하였는데, 다른 두통과 달리 PIH가 

있다고 답한 경우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우울증이 더 심하

고 자살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임상의들이 

뇌전증 환자의 PIH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PIH의 발생기전도 앞에서 논의한 IEH의 기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알려져 있는 가설로는 발작 후 급격히 쌓이는 세포 외 K+, 

H+, 그리고 신경세포에서 분비되는 CGRP와 염증 반응으로 인

하여 삼차신경 혈관계의 활성을 통해 두통이 발생한다는 것이며, 

그 외에 발작 후의 저산소성(hypoxia) 환경 자체로 인하여 두통

이 발생한다는 가설도 있다.7,22,23 

PIH가 임상에서 매우 흔하고 우울과 자살위험성을 높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치료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PIH의 

약물치료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다. 두통을 가진 뇌전증 환자 77
명을 대상으로 편두통 치료제인 flunarizine을 치료한 1986년도

의 전향적 연구에서, 14명의 PIH 환자 중 13명에서 치료적 효과

를 확인하였고,24 이후 보고된 여러 증례들에서 편두통 치료제인 

트립탄 계열의 약물들이 효과적이었다.25 현재까지 매우 작은 환

자 수와 증례보고 정도의 연구만 있고, 최신 편두통 예방 치료제

인 CGRP 억제제에 대한 연구는 아예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향후 PIH에 대한 적극적인 약물치료 및 예방적 치료에 대한 잘 

짜인 임상연구들이 필요하다. 

결론 

두통이라는 신경계 증상은 뇌전증이 없는 사람들에서도 일상에

서 흔하게 호소하는 증상 중 하나이다. 흔한 임상증상이다 보니 

뇌전증 환자에서도 두통의 임상증상은 편두통 또는 긴장형 두통

과 같은 단순 일차성 두통으로 간과되기 쉽다. 그러나, 뇌전증 환

자가 호소하는 두통 중 IEH는 일반적인 단순 두통과는 치료 방

향과 예후가 달라지므로 세밀한 신경학적 검진 및 체계적인 접근

을 통한 정확한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뇌전증 병력을 가진 환자

에서 비전형적인 두통이 일반적 두통 치료제로 사용되는 진통제

로 호전되지 않고 지속될 때, 뇌전증 발작의 한 양상인지를 염두

에 두고 뇌파 검사를 고려해야 한다. 장시간의 비디오 뇌파 모니

터링을 통해 증상이 있을 때 뇌파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검사가 어려운 경우 외래에서 뇌파를 시행해 볼 수 있다. 

다만, 외래에서 시행하는 뇌파는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시행하

기 어려운 제한점이 있다. 이 경우, IEH가 의심된다면 항경련제 

치료를 시도하여 증상의 호전 여부를 관찰할 필요도 있다. 또한, 

뇌전증 환자에서 흔하게 동반되는 PIH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를 

통한 증상 조절로 뇌전증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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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national League Against Epilepsy (ILAE) Task Force proposed a classification system con-
taining definitions of epilepsy syndromes with onset in neonates and infants up to 2 years of age. 
Concordant with the 2017 ILAE Framework for Classification of the Epilepsies, this new classifica-
tion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lassifying epilepsy both by electroclinical features and etiology. 
This classification was developed to clearly define a uniform group of each epilepsy syndrome and 
to support precision therapies for specific genetic factors. The ILAE Task Force classified epilepsy 
syndromes into two major categories; self-limited epilepsies and developmental and epileptic en-
cephalopathies. Self-limited epilepsies include syndromes that are likely to show spontaneous remis-
sion, while developmental and epileptic encephalopathies are characterized by developmental im-
pairment related to both the underlying etiology independent of epileptiform discharges and the ep-
ileptic encephalopathy. Etiology-specific epilepsy syndromes include disorders due to specific ge-
netic, structural, and metabolic etiologies. The ILAE Task Force presented mandatory features, 
alerts, and exclusionary features for each epilepsy syndrome. Clinicians need to consider both the 
electroclinical features and the etiology when defining epilepsy syndromes and developing a man-
agement plan for each individual. 

Keywords: Epilepsy syndromes; Benign neonatal epilepsies; Infantile spasms; Severe myoclonic 
epilepsy in inf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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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기 및 영아기 발병 뇌전증 증후군의 국제뇌전증퇴치연맹 
분류와 정의 
최선아

이화여자대학교부속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The International League Against Epilepsy Classification and Definitions of 
Epilepsy Syndromes with Onset in Neonates and Infants
Sun Ah Choi, MD, PhD
Department of Pediatrics, Ewha Womans University Mokdong Hospital, Seoul, Korea

Review article

서론 

2022년 3월, 국제뇌전증퇴치연맹(International League Against 
Epilepsy, ILAE)에서 신생아기부터 만 2세까지의 영아기에 발병

하는 뇌전증 증후군에 대한 정의와 분류를 제시하였다.1 2017년

에 ILAE에서 발표한 뇌전증 분류에서는 발작(seizure type), 뇌전

증(epilepsy type), 뇌전증 증후군(epilepsy syndrome type) 분류

의 모든 단계에서 병인(etiology)를 고려하였다.2 이번 신생아기

와 영아기 뇌전증 증후군의 정의와 분류에도 이러한 병인에 대한 

내용이 반영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점이다. 하나의 병인이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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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고, 반대로 하나의 뇌전증 증후군

에도 다양한 병인이 있을 수 있어 병인과 뇌전증 증후군 사이의 

관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다. 뇌전증의 치료와 관리 계획을 세울 

때, 임상적 소견과 함께 병인을 같이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뇌전증은 만 5세 미만과 65세 이상에서 발병률이 높으며, 소아

청소년 연령에서는 1세 미만에서의 뇌전증 발생이 100,000명당 

82.1–118명으로 높다.3 어린 나이에 뇌전증으로 진단받은 소아

일수록 인지와 행동 발달지연이 동반될 확률이 높으며 약물 난치

성인 경우가 많다.4 ILAE에서는 신생아와 2세 이전의 영아기에 

발병하는 뇌전증 증후군의 임상소견과 검사 특성에 대해 필수

(mandatory), 경고(alerts), 배제(exclusionary) 3가지 항목을 두어 

각 증후군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다. 

•  필수: 해당 뇌전증 증후군으로 진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을 명시함.

•  경고: 대개 해당 증후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조건으로, 경

고 조건이 있는 경우 해당 증후군이 합당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배제: 해당 증후군으로 진단하기 위해 배제 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어야 함. 만약 배제 조건을 갖고 있다면 해당 증후

군으로 진단하지 않음. 

본론 

ILAE에서는 신생아기 및 영아기 발병 뇌전증 증후군을 크게 3가

지로 구분하였다. (1) 자연호전 뇌전증 증후군(self-limiting epi-
lepsies), (2) 발달 및 뇌전증 뇌병증(developmental and epileptic 
encephalopathies, DEE), (3) 원인 특이 뇌전증(etiology-specific 
syndromes)이다. 자연호전 뇌전증 증후군은 이전에 양성(be-
nig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던 증후군으로, 자연적으로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뇌전증을 포함하고 있다. 대개 발작이 약물에 잘 

조절되고 정상 인지 발달 또는 경미한 인지 발달지연이 동반될 

수 있다. DEE는 뇌전증 발병 연령에 따라 생후 3개월 이전인 경

우에는 조기 영아 DEE (early-infantile DEE)로 정의하였다. 원인 

특이 뇌전증에는 특정 병인에 뚜렷한 전기생리학적 증상을 보이

게 되는 6가지 증후군(KCNQ2, CDKL5, PCDH19, SCL2A1, 피

리독신/P5P 의존성 발달 및 뇌전증 뇌병증, 스터지-웨버 증후

군, 시상하부 과오종 웃음 발작)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자연호전 뇌전증 증후군(self-limited epilepsy syndromes) 

1. 자연호전(가족) 신생아 뇌전증(self-limited [familial] neonatal 

epilepsy)

자연호전 신생아 뇌전증(self-limited neonatal epilepsy, SeLNE)

은 이전에 양성 가족성 신생아 발작(benign familial neonatal 
convulsions)로 불렸던 뇌전증이다. 출생아 100,000명당 약 5.3
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산기 병력상 특별한 소

견을 보이지 않으나, 생후 2일에서 7일 이내에 발작이 시작된다. 

이른둥이로 출생한 경우 발작은 교정 주수 40주 이내에 발생할 

수 있다. 발작은 대개 국소 강직 또는 국소 간대 발작 양상을 보

이며 순차적 국소 발작(sequential seizures)을 보일 수 있다(진단

에 필수). 무호흡이나 청색증과 같은 자율신경계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약 1/3에서 보고되었다. 발작은 생후 6개월 이내(대개 생

후 6주 이내)에 호전되며 대부분 정상 발달을 보인다. 뇌파의 경

우 정상 배경파를 보이거나 약간의 비특이적인 이상 소견을 보일 

수 있으며 약 2/3에서 발작간기 국소 발작파가 보일 수 있다. 이

러한 발작간기 발작파는 정상 배경파 안에서 주로 중심엽, 중심

측두엽, 전두엽과 측두엽에서 관찰된다. 전형적인 발작기에는 초

기에 약 20초 정도의 배경파 억제(attenuation)가 있으면서 이후

에 반복적인 극파를 보이게 된다. 뇌 영상 검사상 대개 구조적인 

원인을 찾을 수 없으며(진단에 필수), KCNQ2 또는 KCNQ3 유

전자의 새로운(de novo) 변이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KCNQ2에 의한 DEE (KCNQ2-DEE)의 경우, 뇌파에서 돌발 억

제 양상(burst-suppression pattern)을 보이게 된다. 같은 유전자

의 변이라고 하더라도 SeLNE의 뇌파에서는 지속적인 서파가 관

찰되지 않기 때문에 KCNQ2-DEE의 뇌파와 구분할 수 있다(돌

발 억제 양상을 보이는 경우는 배제). 

뇌전증 가족력이 있는 경우 자연호전(가족) 신생아 뇌전증으로 

진단하며, 이 경우 한 가족 안에서 뇌전증 유병 기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 약 90% 이상에서는 원인 유전

자를 찾을 수 있다. KCNQ2의 변이가 가족성 신생아 뇌전증의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흔한 원인 유전자이며 정지 코돈

(stop codon), 결실(deletion), 프레임시프트 변이(frameshift mu-
tation), 반수체 기능 부전(haploinsufficiency), 과오 돌연변이

(missense variant)의 경우에도 칼륨 채널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5 저산소성 뇌병증, 대사성 질환, 전해질 불균형, 뇌경색과 

같이 신생아기 발작의 흔한 급성 유발적 발작을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소적인 구조적 이상을 배제해야 한다. 

2. 자연호전 가족성 신생아-영아 뇌전증(self-limited familial 

neonatal-infantile epilepsy)

자연호전 가족성 신생아-영아 뇌전증(self-limited familial neona-
tal-infantile epilepsy, SeLFNIE)은 가족 내에 신생아기 또는 영아

기에 뇌전증이 발생하는 상염색체 우성 유전을 보이는 뇌전증이

다. 주로 SCN2A 변이가 원인이 되며 드물게는 KCNQ2 변이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6 가족력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de 
novo) 변이가 원인이 될 수 있다. 자연호전 신생아 또는 영아 뇌전

증 중에서 뇌전증 가족력이 있는 경우 SeLFNIE로 분류한다. 



발작은 주로 생후 1일부터 23개월 사이에 발생하며(평균적으

로 생후 11–13주: 진단에 필수),  신경학적 검진 및 발달력은 대

부분 정상이다(발달지연을 보이는 경우 배제).7 발작은 빈도가 많

지 않아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서부터 하루에도 수 차

례 발생하는 경우까지 다양하다. 발작의 형태는 주로 눈이나 머

리가 한쪽으로 돌아가면서 국소 강직 발작 형태를 보이며(진단에 

필수), 발작 지속 시간은 약 20초에서 4분까지 다양하다. 발작은 

항경련제에 잘 반응하여 조절된다. 대개 발작은 생후 12–24개월

경에 호전되는 경과를 보인다. 뇌파에서는 대개 정상 배경파를 

보이며 발작간기에 국소적 발작파가 관찰될 수 있다. 뇌 영상 검

사상 뇌전증의 구조적인 원인은 보이지 않는다. 

3. 자연호전(가족) 영아 뇌전증(self-limited [familial] infantile 

epilepsy)

자연호전 영아 뇌전증(self-limited [familial] infantile epilepsy, 

SeLIE)은 이전에 양성 가족성 영아 뇌전증(benign familial infan-
tile seizure)으로 불렸다. SeLIE는 처음 한 가계 안에서 상염색체 

우성 유전 양식을 보이는 뇌전증으로 기술되었고, 이후에 뇌전증

과 이상 운동증을 가진 임상 양상(infantile convulsions choreo-
athetosis with a movement disorder of paroxysmal kinesgenic 
dyskinesia/dystonia)으로 확대되어 보고되었다.8 SeLIE은 2세 이

전에 발생하는 뇌전증의 약 7%–9%를 차지하는 비교적 흔한 뇌

전증 증후군이다. SeLIE의 약 80%에서는 유전자 병인이 확인된

다.9 가장 흔한 원인 유전자는 PRRT2 유전자로 알려져 있으며, 

새로운(de novo) 변이 또는 가족성(familial)으로 발생한다. 가족 

내에 발병하는 경우 표현형(penetrance)은 다양하지만 상염색체 

우성 유전 양식을 보인다. 그 외에도 SCN8A, SCN2A의 변이가 

보고된 바 있다.  

발작은 생후 3개월에서 20개월 사이(대개 생후 6개월)에 발생

한다. 주로 행동을 멈추거나, 자동증, 간대 발작, 눈 또는 머리가 

한쪽으로 돌아가는 국소 발작을 보인다(진단에 필수). 발작은 3
분 이내로 짧지만 초기에는 하루에 5–10번까지 자주 발생할 수 

있다. 대개 발작은 잘 조절되는 편으로, 1년 이내에 호전되는 양

상을 보인다. 약 1/3에서는 약물 중단 후 1–3개월 뒤에 다시 재

발하기도 하며, 소수에서는 성인기까지도 발작이 지속될 수 있

다. PRRT2 변이가 확인된 경우, 청소년기와 성인기에서는 이상 

운동증이 발생할 수 있다. 뇌파에서는 대개 정상 배경파를 보이

며 발작 간기에도 특별한 소견을 보이지 않거나 정중앙(midline)

에서 극파가 관찰될 수 있다. 발작기에는 국소적 극파가 관찰되

며 양쪽 대뇌 반구로 퍼질 수 있다. 뇌 영상 검사에서는 뇌전증의 

구조적인 원인은 보이지 않는다(뇌 자기공명영상검사[magnetic 
resonance image, MRI]상 병변이 관찰되는 경우 배제). PRRT2 

변이가 확인되고 뇌전증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뇌 영상 검사를 

필수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4. 열발작 플러스 동반 유전 뇌전증(genetic epilepsy with febrile 

seizures plus syndrome)

열발작 플러스 동반 유전 뇌전증(genetic epilepsy with febrile 

seizures plus, GEFS+)는 처음에 상염색체 우성 유전을 보이는 

뇌전증 가족에서 보고되었다.10 증상의 표현형이 다양하여 한 가

계 안에서 근간대성 탈력 발작(myoclonic-atonic epilepsy), 드라

베 증후군, 유전성 전신 뇌전증, 국소 뇌전증 등 다양한 뇌전증 

증후군을 보인다. GEFS+ 진단에 열성경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진단에 필수). 전형적인 열성경련이 발생하는 연령대와는 달리, 

생후 6개월 미만으로 어린 연령 또는 6세 이상의 연령에서 열성

경련이 발생하는 특징을 보인다. 열발작 플러스(febrile seizure 

plus, FS+)는 6세 이상에서 열성경련이 발생하거나, 발열 없이 

발작이 발생하는 경우로 정의한다. FS+ 발작은 대개 항경련제에 

잘 조절되며 사춘기가 되면서 발작이 호전되는 경과를 보인다. 

뇌파에서는 대개 정상 배경파를 보이며 간헐적으로 국소 또는 전

반 극파 또는 극서파가 관찰될 수 있다. 뇌 영상 검사상 뇌전증의 

구조적인 원인은 보이지 않는다. GEFS+에서 가장 처음 보고된 

유전자는 SCN1B였으나, GEFS+의 약 10%를 차지하는 가장 흔

한 원인 유전자는 SCN1A으로 알려져 있다.11 

5. 영아 근간대 뇌전증(myoclonic epilepsy in infancy)

영아 근간대 뇌전증(myoclonic epilepsy in infancy, MEI)은 갑작

스러운 소리나 감각, 빛 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근간대 발작을 특

징으로 한다. 소리나 감각, 빛 자극에 유발되기 때문에 ‘유아기 

반사근간대성뇌전증(reflex myoclonic epilepsy in infancy)’라는 

명칭도 제안된 바 있다. MEI는 매우 드물어서 36개월 이전에 발

생한 뇌전증의 약 1.1%를 차지한다고 보고되어 있다. 주로 생후 

6–18개월에 발병하며(4개월에서 3세 사이에 발병) 남아가 여아

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비율로 발생한다.12 MEI로 진단하기 위해

서는 상체 또는 머리의 근간대성 발작이 필수적이다(진단에 필

수). 약 1/3에서는 열성경련도 동반될 수 있다. 근간대성 발작은 

나이가 들면서 호전되는 경과를 보이지만 약 10%에서는 청소년

기 근간대성 뇌전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연축, 전신 강직 간대 

발작, 전신 간대 발작, 소발작 등이 있는 경우에는 MEI로 진단하

지 않는다(배제 기준). 뇌파에서는 대개 정상 배경파를 보이며(진

단에 필수) 발작간기에 전반 극파가 관찰될 수 있다. 발작기에서

도 전반 극파 또는 다극파가 관찰될 수 있다. 뇌 영상 검사상 뇌

전증의 구조적인 원인은 보이지 않는다(진단에 필수). 현재까지 

알려진 병인 유전자는 없다. 영아 뇌전증 연축 증후군, 드라베 증

후군,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 근간

대 무긴장발작 뇌전증, 조기 영아 DEE, 진행 근간대 뇌전증과 감

별해야 하며, 뇌파 이상을 보이지 않는 양성 수면 근간대, 과반응

(hyperekplexia), 몸서리 증후군(shuddering)과 감별하는 것이 중

요하다. 장기적으로는 64%–85%는 정상 발달을 보이며, 종종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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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인지장애나 집중력 문제, 학습 장애를 보이기도 한다.12 

발달 및 뇌전증 뇌병증(developmental and epileptic 

encephalopathies)

1. 조기 영아 발달 및 뇌전증 뇌병증(early-infantile developmental 

and epileptic encephalopathy)

이전에 오타하라(Ohtahara) 증후군과 조기 근간대 뇌병증(early 

myoclonic encephalopathy, EME)으로 분류하였던 뇌전증을 포

괄하여 조기 영아 DEE (early-infantile DEE, EIDEE)로 정의하

였다. 오타하라 증후군과 EME가 전기생리학적 소견과 병인을 

비슷하게 공유하고 있어서 두 증후군을 구분하는 것이 임상적 판

단이나 예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EIDEE로 통합하였다. EIDEE는 출생아 100,000명당 약 10명 

정도의 빈도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주로 생후 3개월 이내

에 발작이 시작된다.

EIDEE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생후 3개월 이내에 뇌전증 발작이 시작되어 발작의 빈도가 

매우 많고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다.

•  신경학적 검진에서 자세, 근긴장도(주로 중추성 저긴장증), 

운동증의 이상이 있다.

•  발달지연을 보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발달지연이 명확해진다.

•  발작간기 뇌파에서 돌발 억제 양상을 보이거나 전반적인 서

파, 다수의 극파가 관찰될 수 있다.

•  뇌 영상 검사, 대사 검사,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약 80%의 환자

에서 명확한 병인이 확인된다. 

주 발작 형태는 국소성 강직, 전신 강직, 근간대성 발작, 국소

성 간대, 뇌전증 연축이다(강직 발작 또는 근간대서 발작은 진단

에 필수). 강직 발작은 단발성 또는 군발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군발성으로 발생하는 경우 뇌전증 연축과 감별점은 (1) 연축은 

주로 잠에서 깰 때 발생하지만 EIDEE의 강직성 발작은 수면 주

기와 관계없이 발생하다는 점, (2) 3초 미만의 연축과는 달리 강

직 발작의 발작 지속 시간은 길다는 점이다. 국소 또는 다초점 근

간대성 발작은 비대칭적 또는 불규칙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수

면과 각성 상태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다. 뇌전증 연축도 생후 1
개월 이후에 종종 발생하며, 잠에서 깨어날 때 군발성으로 발생

한다. 발작이 순차적으로(sequential seizure) 발생하는 경우도 있

다. 예를 들면 국소 강직 발작으로 시작되어 국소 간대 발작과 연

축으로 발작이 이어질 수 있다. 뇌파에서는 돌발 억제 양상 또는 

국소적/전반적인 서파와 함께 다초점 극서파가 관찰될 수 있다

(진단에 필수). 돌발 억제 양상은 약 1–5초 정도 150–300 µV의 

갑작스러운 극파와 함께 5 µV 미만의 배경파 억제가 교대로 관

찰되는 형태이다. 질병의 초기에는 배경파의 이상이 명확하지 않

을 수 있으나 발작의 빈도가 증가하면서 배경파 이상이 뚜렷해진

다. 발작기 뇌파는 발작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다. 강직 발작에서

는 돌발 억제 양상과 함께 저전압, 고빈도의 빠른 파(low-voltage 

high-frequency fast activity)가 보일 수 있으며, 근간대성 발작의 

경우 증상과 일치하는 극서파가 뇌파에서 확인된다. 

구조적인 뇌의 병인을 찾는 것이 EIDEE에서는 매우 중요하

여, 모든 EIDEE 아이에서 뇌 영상 검사가 권고된다. 약물에 잘 

반응하지 않는 발작이거나 국소 발작이 뚜렷한 경우, 수술을 통

해 제거할 수 있는 병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IDEE에서는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chromosomal microarray)

와 유전자 패널 검사, 전장 엑솜 또는 게놈 검사(whole exome or 
genome sequencing)를 고려한다. EIDEE의 약 절반 이상에서 관

련 유전자의 변이가 확인된다. 대사 이상 검사도 고려해야 하며, 

특히 뇌 영상 검사에서 구조적인 병인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대

사 검사가 권고된다. 대사 검사에는 소변 유기산과 아미노산 검

사, 소변에서 alpha aminoadeipic semialdehyde, 혈청 아미노산, 

젖산, 요산, 구리와 세룰로플라스민(ceruloplasmin), 암모니아, 

카르니틴(acylcarnitine profile), 장쇄지방산(very long-chain fatty 

acids)과 뇌척수액(포도당, 젖산, 파이루베이트, 아미노산, 신경

전달물질) 검사를 포함한다. 

2. 이주 국소발작 영아 뇌전증(epilepsy of infancy with migrating 

focal seizures)

이주 국소발작 영아 뇌전증(epilepsy of infancy with migrating 

focal seizures, EIMFS)은 생후 1세 이전에 발생하는 약물 난치성 

국소 발작과 함께 심한 뇌병증을 특징으로 하는 드문 뇌전증 증

후군이다. 발작은 주로 생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하며(1세 이전 발

병이 진단에 필수), 두위가 처음에는 정상 범위에 있으나 1세경

이 되면서 작아져서 소두증을 보이게 된다. 국소 간대 또는 강직 

발작은 EIMFS 진단에 필수적이며 발작의 빈도는 폭발적으로 많

은 편이다. 국소 발작은 주로 한쪽의 대뇌 반구에서 시작하여 반

대쪽 대뇌 반구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며, 장시간 비디오 뇌파 

검사에서 이주하는 패턴(migrating pattern)을 보인다(진단에 필

수). 국소 발작은 가끔 뇌전증 지속상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발작 

초기에는 정상 배경파를 보이지만, 발작이 지속되면서 배경파의 

전반적인 서파가 관찰되며 다초점 극파/극서파가 관찰된다. 발

작 뇌파에서는 뇌의 한쪽 영역에서 4–10 Hz의 반복적인 극파를 

시작으로 다른 쪽으로 전파하는 양상을 보인다(진단에 필수).13 

뇌 영상 검사는 발작 초기에는 정상이지만 나중에 추적 검사에서

는 대뇌의 위축을 관찰될 수 있다. EIMFS와 연관된 유전자가 25
개 이상 알려져 있는데, 그중에 KCNT1이 주요 원인 유전자로 

알려져 있으며, 약 절반 이상의 환자에서 보고되었다.14 그 외에

도 SCN1A, SCN2A, SLC12A5, BRAT1과 TBC1D24 유전자가 



보고되었다. EIMFS 환자 중 glycosylation 대사 이상을 보이는 

경우도 보고된 바 있어 필요한 경우 대사 검사를 고려해볼 수 있

다.15 예후는 불량하여 심각한 신경학적 장애와 발달지연이 초래

된다(진단에 필수).16 

3. 영아 뇌전증 연축 증후군(infantile epileptic spasms syndrome)

영아 뇌전증 연축 증후군(infantile epileptic spasms syndrome, 

IESS)은 웨스트 증후군(West syndrome)으로 불리던 증후군과 웨

스트 증후군 기준에 만족하지 않지만 뇌전증 연축을 보이는 경우

를 포함한다. 웨스트 증후군은 뇌전증 연축, 고부정뇌파(hypsar-
rhythmia), 발달지연 또는 정체와 같이 3가지 기준을 만족할 때 

정의한다.17 연축 중에 고부정 뇌파를 보이지 않거나 발달지연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보고되면서 웨스트 증후군의 조건에 만족

하지 않지만 뇌전증 연축을 보이는 경우를 포함하여 IESS로 정

의하였다.18 이는 연축을 빨리 진단하고 조기에 치료 개입을 하여 

궁극적으로 신경학적 예후를 향상하기 위함이다. IESS는 출생아 

100,000명당 약 30명 정도의 발병률을 보이며 36개월 이내에 발

생하는 뇌전증 중 약 10%를 차지한다. IESS는 주로 생후 3개월

에서 12개월 사이에 발작이 발생하며, 만약 생후 3개월 이전에 

발작이 발생한다면 EIDEE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연축 이후에 

인지 발달의 퇴행 또는 정지를 경험하게 된다(진단에 필수). 보호

자들은 종종 시각적 주시가 떨어지거나 사회적 반응이 떨어지는 

등 한 가지 영역의 퇴행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다만, 연축 진단 

초기에는 발달이 정상이거나 경미한 지연을 보일 수 있다. 두위 

측정, 신경학적 검진, 안과적 평가, 피부 평가(결절경화증에서의 

피부 증상을 확인), 얼굴 생김새 등을 자세히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IESS에서 뇌전증 연축은 진단에 필수적이다. 연축은 대개 3초 

미만으로, 단발성 또는 군발성으로 굴곡근 또는 신전근의 매우 

짧은 강직성 수축을 보인다. 군발성인 경우에는 긴 시간이 걸쳐

서 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주로 잠에서 깰 때 자주 

발생한다. 연축은 대칭 또는 비대칭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경미

한 고개 떨굼이나 눈의 움직임으로 나타날 수 있다. 국소 발작 또

한 연축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데 결절경화증이나 국소 피질 이

형성증과 같이 구조적인 병인을 가진 경우 발생할 수 있다. 강직 

발작은 IESS에서 대개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강직 발작을 보이

는 경우 다른 EIDEE는 아닌지 재고해야 한다. 발작 간기 뇌파에

서는 고부정뇌파를 보일 수 있으나, 고부정뇌파 외에 매우 많은 

다초점 극파를 보이기도 한다(진단에 필수). 따라서 고부정뇌파

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IESS 치료를 시작하지 않는 우를 범해

서는 안 된다. 연축 발작기에는 보통 고부정뇌파에서 배경파의 

억제를 보이게 되는데, 고진폭의 전반 극서파와 함께 낮은 진폭

의 electrodecremental fast activity가 보일 수 있다. 전기근전도검

사(electromyography, EMG)는 근간대성 발작과 강직 발작을 연

축과 감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뇌파 검사 시 사지에 EMG
를 같이 붙여 확인한다. 만약 뇌파에서 돌발 억제 양상을 보인다

면 EIDEE의 가능성을 생각해보아야 한다(경고). IESS에서는 뇌 

영상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IESS 소아의 약 50%–60%에서는 

뇌 MRI에서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이상을 보인다.19 뇌 MRI 검
사를 너무 어린 나이에 시행하였다면 수초화(myelination)가 완

성되어 가는 만 2세 이상의 나이에서 다시 한번 추적 검사하는 

것을 권장한다. 임상소견과 MRI에서 병인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유전자 검사를 고려하며, MRI에서 구조적인 이상을 발견한 경우

도 관련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해볼 수 있다.20,21 유전자 병인은 약 

40%의 IESS 환자에서 확인되며, trisomy 21, ARX, CDKL5, 

STXBP1, IQSEC2, TSC1, TSC2와 같은 유전자의 변이가 보고

되었다. 또한 염색체 이상과 복제수 변이(copy number variation)

를 확인하기 위해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와 핵형 검사(karyo-
type)를 고려해볼 수 있다. IESS 병인 중에 대사 질환은 드물지만 

중요한 원인이다. 임상소견과 뇌 MRI에서 병인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대사 검사를 고려하며 피리독신 의존성(pyridoxine depen-
dency) 뇌전증도 감별이 필요하다. 만약 검사를 통해 피리독신 

의존성 뇌전증을 빨리 배제하기 어렵다면 선제적으로 피리독신

을 먼저 시도해볼 수 있다. 생후 3개월 미만에 연축 외에 강직, 

근간대성, 순차적 발작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EIDEE를 감별

해야 한다. MEI에서는 연축보다는 근간대성 발작이 특징적이며 

뇌파 검사에서 정상 배경파에 근간대성 발작 시 전반 극서파가 

관찰된다는 점이 감별점이다. 그 외에도 영아 산통(반복적으로 

울면서 뻣뻣해짐), 위·식도 역류, 샌디퍼(Sandifer) 증후군, 몸서

리 증후군을 감별 질환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약 30%의 IESS 

환자는 레녹스-가스토 증후군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22 인지 발달의 예후는 불량한 편이나, 조기 치료 개입을 통한 

연축 조절이 예후에 중요하다. 

4. 드라베 증후군(Dravet syndrome)

드라베 증후군(Dravet syndrome, DS)는 이전에 유아기 중증근간

대성뇌전증(severe myoclonic epilepsy of infancy)으로 일컬었으

며, 출생아 100,000명당 약 6.5명의 유병률을 보인다. 발작은 대

개 생후 3개월에서 9개월 사이(평균 생후 6개월)에 시작된다. 정

말 드물게는 생후 1개월과 20개월 이후에 발작이 시작되었다는 

보고도 있으나 만약 2개월 이전과 15개월 이후에 발작이 시작된 

경우에는 다른 뇌전증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발작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정상 발달을 보이며, 독립 보행은 평균 약 16–18개월에 

시작되고 보행 이상이 관찰될 수 있다.23 DS로 진단하기 위해서

는 발열이나 체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유발되는 반복적인 국소 

간대 발작(주로 몸의 한쪽을 침범하는 간대 발작, hemiclonic sei-
zures) 또는 전신 간대 발작이 진단에 필수적이다. 생후 12개월 

이전에 발열과 함께 국소 간대성 발작이 발생하였다면 DS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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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 볼 수 있다. 생후 18개월부터 5세까지는 근간대성 발작, 의

식 저하를 동반한 국소 발작, 국소 발작에서 대발작으로 전환, 비

전형적인 소발작, 탈력 발작, 비경련성 뇌전증 중첩상태(noncon-
vulsive status epilepticus) 등이 동반될 수 있다. 발작은 대개 약물 

저항성인 경우가 많으며 생후 5세 이전에 뇌전증 중첩증의 빈도

가 높다. 뇌전증 중첩증 이후에 발달의 퇴행을 보일 수 있다. 발

작은 신체 활동, 주변 온도, (약 15%에서) 광자극, 감정적인 흥분

으로 유발된다. 발작이 시작되면서 생후 12개월에서 60개월 사

이에 발달의 퇴행을 보이며, 언어지연이 많이 동반된다. 약 50% 

이상의 DS에서는 경미하거나 심한 정도의 인지장애를 보인다.24 

뇌전증 연축을 보인다면 DS로 진단하지 않는다(연축과 SCN1A 

DEE는 배제). 청소년기와 성인기가 되면서 뇌전증 중첩증이나 

비전형적인 소발작은 드물게 발생하며, 수면 중 발생하는 강직 

발작과 강직-간대 발작이 주요 발작 형태이다. 카바마제핀, 옥스

카바마제핀, 페니토인과 같은 나트륨 채널 억제제(sodium chan-
nel blocking drugs)를 사용하면 발작이 더 악화될 수 있다. 

뇌파는 만 2세 이전에는 정상 배경파를 보일 수 있으나, 만 2세 

이후에는 배경파에 서파가 관찰될 수 있으며 발작간기에는 국소

성, 다초점성, 전반 발작파가 관찰될 수 있다. 발작간기 수면 중

에는 전두엽의 극파가 관찰될 수 있으며 약 15%에서는 광과민반

응(photoparoxysmal response)이 나타날 수 있다. MRI는 대개 

발작 초기에 정상이나 나중에 경미한 대뇌 또는 소뇌의 위축이 

관찰될 수 있다(MRI에서 국소 원인이 확인되면 배제). 유전자 검

사는 모든 연령에서 권고되며, 성인에서도(영아기의 병력 확인이 

어렵지만) DS가 의심된다면 유전자 검사를 권한다.25 SCN1A 유

전자의 변이는 DS의 약 80%–85%에서 확인되며 대부분이 새로

운(de novo) 변이이다. 약 10%의 환자에서는 부모의 모자이크형

(mosaicism)으로 비롯되었다고 추정된다. DS는 GEFS+가 있는 

가족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SCN1A 변이는 GEFS+ 또는 EIDEE
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DS는 전형적인 임상 증상을 바탕으로 진

단하며, 유전자 변이만으로는 진단하지 않는다.26 반대로 유전자 

변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여 DS 진단을 배제하지 않는다. 임

상 진단을 하였다면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

다. SCN1A 유전자 외에도 GABRG2, GABRA1, STXBP1, 

SCN1B 변이가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원인 특이 뇌전증 증후군(etiology-specific syndromes) 

1. KCNQ2-발달 및 뇌전증 뇌병증(KCNQ2-developmental and 

epileptic encephalopathy)

KCNQ2-발달 및 뇌전증 뇌병증(KCNQ2-DEE)은 신생아기에 

발생하는 뇌병증으로, KCNQ2 유전자의 새로운 과오 변이(de 

novo missense variant)가 초래하는 증후군이다. 발작은 주로 생

후 1개월 내에 발생하며(3개월 이내 발생: 진단에 필수), 신생아

기 발작의 1차적 치료제로 사용하는 페노바비탈에 잘 조절되지 

않는다. 발작은 카바마제핀 또는 페니토인과 같은 나트륨 채널 

억제제(sodium channel blocker)로 조절되는 양상을 보이며, 약 

절반에서는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서 발작이 조절된다.27 대개 

국소 강직 발작이 주요 발작 형태이며 그 외에도 국소 간대 발작

이나 근간대성 발작이 발생한다(진단에 필수). 자동증(automa-
tism)으로 무호흡, 발작 시 울음 등이 잘 동반된다. 뇌전증 연축

도 보고되어 있으나 KCNQ2-DEE에서 IESS로 이행하는 것은 

다른 EIDEE에 비해 드물다. 신생아기의 발작 양상은 SeLNE에

서 보이는 발작과 비슷하지만, 발작의 빈도, 배경파의 이상, 비정

상적인 신경학적 검진 소견을 관찰된다는 점에서 SeLNE과 감별

할 수 있다. 약 60% 이상이 뇌파 검사에서 돌발 억제 양상을 보

이며 다초점 극파와 극서파가 관찰된다(진단에 필수). 신생아기 

MRI에서는 기저핵과 시상에서 이상 신호가 보일 수 있고, 추적 

검사에서 전두엽의 경미한 위축과 얇아진 뇌량을 보인다는 보고

도 있다. KCNQ2 유전자의 특정 부위(hot spot)에 발생한 새로운 

과오 변이의 경우 dominant negative effect로 인해 SeLNE보다 

심각한 채널 기능의 이상을 보일 수 있다.28 발작 조절이 어렵고 

심각한 발달지연을 보인다는 점에서 예후가 불량한 편이다. 그러

나 유전자 검사가 보편화되면서 SeLNE와 KCNQ2-DEE 중간의 

예후를 보이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2. 피리독신/P5P 의존성 발달 및 뇌전증 뇌병증(pyridoxine-

dependent [ALDH7A1]-DEE and pyrix(am)ine 5’-phosphate 

deficiency-DEE)

피리독신/P5P 의존성 발달 및 뇌전증 뇌병증(pyridoxine-depen-
dent [ALDH7A1]-DEE [PD-DEE] and pyrix(am)ine 5’-phos-
phate deficiency-DEE [P5P-DEE])는 라이신(lysine) 분해 과정

의 결함으로 초래되는 유전자 및 대사성 질환이다. P5P-DEE의 

발병률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ALDH7A1 변이에 의한 PD-DEE
의 발병률은 출생아 약 65,000명에서 783,000명당 1명으로 다양

한 빈도로 보고되고 있다. PD-DEE와 P5P-DEE는 출생 시부터 

뇌병증과 함께 발작이 시작된다. 약 25% 미만에서는 신생아기를 

지나 만 3세 이내에 발작이 시작된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대개는 

출생 시 또는 신생아기부터 발작이 시작된다. 발작이 태내에서부

터 시작되기도 한다. P5P-DEE는 이른둥이로 태어나기도 하고, 

신생아기에 산증과 함께 아프가 점수(Apgar score)가 낮을 수 있

다. 라이신 제한 식이와 L-arginine 치료와 같은 라이신 감량(re-
duction) 치료가 발작 조절과 인지 발달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보

고되어 있다.29 그러나 발작 조절에도 불구하고 PD-DEE와 P5P-

DEE는 다양한 정도의 인지장애를 보인다. 발작은 자궁 내에서 

과도한 태아의 움직임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출생 후 수일 이내

에 발생한다. 발작은 종종 연속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며 얼굴, 

체간, 사지의 근간대성 발작을 보인다. 국소 발작, 연축, 전신 강



직 간대 발작 등 다양한 발작 형태를 보일 수 있다(진단에 필수). 

과도한 움직임과 함께 다초점의 근간대 발작과 연축을 보이는 경

우 PD-DEE 또는 P5P-DEE를 고려해야 한다. 영아에서는 발열

과 함께 대발작, 뇌전증 중첩증, 연축이 발생할 수 있다. Pyridox-
al-5-phosphate 복용을 빠뜨린 경우, 앞이 잘 안 보이거나(ictal 
blindness), 눈의 비정상적인 움직임(darting eye movements), 색
광(colored light)과 같은 발작을 경험할 수 있다. 치료를 시작하

기 전에는 뇌파에서 돌발 억제 양상 또는 전반적인 서파와 함께 

다초점 극파가 보이는 심한 뇌병증 소견을 보인다(진단에 필수). 

피리독신이 정맥 주사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가능한 뇌파 모니터

링을 하면서) 무호흡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호흡기 보조를 준비해 

놓아야 한다. 피리독신을 투약하면 돌발 억제 양상의 뇌파가 전

반적으로 억제되다가 수 시간에서 수일이 지나 정상 배경파로 변

화한다. 뇌 영상 검사는 정상일 수 있으며 약 절반의 환자에서는 

MRI 이상이 보고된다. 심한 뇌병증이 있는 아이에서는 백질의 

부종이 보고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뇌실 내 출혈, 뇌실의 확장, 

뇌량 저형성증 등이 뇌전증의 병인으로 잘못 판단될 수 있다.

PD-DEE는 antiquitin으로 알려져 있는 ALDH7A1의 양쪽대

립인자 변이(biallelic variant), 또는 PLBP (이전에 PROSC로 불

렸던)의 양쪽대립인자 변이와도 관련되어 있다.30 P5P 결핍은 

PNPO 유전자의 양쪽대립인자 변이와 관련되어 있다. PD-DEE
는 폴리닌산에 반응하는(folinic acid responsive) 뇌전증으로 알려

져 있으나, 폴리닌산 단독 요법보다는 피리독신에 더 좋은 반응

을 보인다.31 임상소견은 합당하지만 하나의 변이만 확인된 경우

에는 다중결찰 의존 프로브 증폭(multiplex ligation-dependent 
probe amplification)과 마이크로어레이를 통해 유전자 내(intra-
genic) 또는 전장 유전자의 결실이나 중복(whole gene deletions/
duplications)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대사 검

사를 통해 해당 변이의 질병 관련성(pathogenicity)을 평가할 수 

있다. 대사 검사는 피리독신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소변과 혈청

에서 α-aminoadipic semialdehyde (α-AASA)와 pipecolic acid가 

증가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α-AASA가 더 신뢰할 수 있는 검사

로 알려져 있다).29 그러나 검체 채취로 인하여 아이의 치료가 지

연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치료를 시작한 이후에 α-AASA와 

pipecolic acid가 감소할 수 있으나, 여전히 높은 경우가 많다. 대

사 검사와 유전자 검사가 보편화되어 있어서, 진단을 하기 위해 

기존 피리독신 치료를 중단해보는 것은 더 이상 권고되지 않는다. 

3. CDKL5 발달 및 뇌전증 뇌병증(CDKL5-developmental and 

epileptic encephalopathies)

CDKL5 발달 및 뇌전증 뇌병증(CDKL5-DEE)은 CDKL5 결핍 

장애로 알려져 있으며 cyclin-dependent kinase like 5 (CDKL5) 

유전자의 변이로 인해 발생하는 뇌병증이다. 출생아 약 40,000–

60,000명 중 1명 정도로 발생하며 X 염색체 연관을 보여 여아가 

남아보다 약 4배 정도 더 높은 발생을 보인다. 발작은 약 90% 이

상에서 생후 3개월 이전에(평균 생후 6주경) 시작된다. 처음에는 

강직 발작, 연축, 전신 강직-간대 발작을 주로 보인다(진단에 필

수). 많은 아이들이 뇌전증 연축과 강직 발작을 보이게 되며, hy-
permotor (hyperkinetic)-tonic-spasm sequential seizure를 보이

기도 한다. 이는 처음 약 10–60초 정도 소리를 지르거나 발을 차

거나 구르는 양상의 과도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후에 사지의 

강직(약 20–45초) 단계를 거쳐 약 1–15분 정도 지속되는 신전근 

연축을 보이는 발작 형태이다. 비슷한 발작이 강직 발작과 연축

의 군발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32 여기에 얼굴이 붉어지거나 불규

칙한 호흡이 함께 보일 수 있다. 

CDKL5-DEE는 다음 3가지 단계를 보인다: (1) facial flushing
을 동반하는 강직 발작과 뇌병증, (2) 강직 발작과 영아 연축을 

보이는 뇌병증, (3) 강직 발작, 소발작을 동반하는 국소 발작과 

근간대성 발작기.33 1단계의 발작 간기 뇌파는 정상이나 발작기

에는 전반적인 배경파의 억제(generalized attenuation)와 함께 전

두엽과 중심엽 부분의 빠른 파를 보인다. 이때 돌발 억제 양상은 

1단계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 2단계가 되면서 발작간기 배경파

의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전반적인 서파와 함께 발작파가 관

찰된다. 3단계에서는 전반적으로 고진폭의 서파와 함께 다수의 

극파와 극서파가 관찰된다 CDKL5 유전자의 병원성(pathogenic 
또는 likely pathogenic) 변이가 확인되어야 CKDL5-DEE로 진단

한다. 유전자형과 표현형의 일치(genotype-phenotype correla-
tion)는 제한적이지만, 과오 돌연변이가 중지 변이(truncating 

variant)에 비해 임상 표현형이 경하다고 알려져 있다.34 발작이 

초기부터 발달지연을 보이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발달지연은 

더 뚜렷해진다(진단에 필수). 신경학적 검진에서 전반적인 저긴

장증을 보이며, 흔히 시지각 기능이 떨어지고 눈 맞춤과 주시 장

애가 동반된다. 깊게 자리 잡은 눈, 넓은 이마, 인중이 깊은 인상

을 보인다.34 

4. PCDH19 군집 발작 뇌전증(PCDH19 clustering epilepsy)

PCDH19 군집 발작 뇌전증(PCDH19-clustering epilepsy, PC-
DH19-CE)은 X 염색체와 연관되어 여아에서 더 흔하게 발병한

다. 발작은 대개 생후 1세 이전(평균적으로 생후 10개월)에 발생

하며 대개 군집성으로 발생한다(진단에 필수). 10세 이후에 군집 

발작의 빈도는 감소하며, 약 25%에서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발작

이 호전되는 경과를 보인다. 지적장애와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10세 이후에 분명해지며, 약 70%의 환자에서 관찰된다. 이상 행

동도 주로 청소년기 이후에 보고되는데 과잉 행동이나 정신증이 

약 25%에서 동반된다. 발작은 의식 저하를 동반하는 부분 발작

으로, 주로 상지의 강직성 신전이나 눈이나 머리가 한쪽으로 돌

아가는 형태로 발생하며 비전형적인 소발작도 관찰될 수 있다. 

발작간기 뇌파에서는 국소 극파와 극서파와 함께 느린 배경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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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며, 약 30% 환자에서는 광과민반응이 관찰된다. 발작기 뇌

파에서는 측두엽, 두정엽, 후두엽, 전두엽, 중심엽 등 다양한 부

위에서 발작파가 시작될 수 있다. 뇌 MRI는 대부분 정상이다. 

PCDH19 병원성(pathogenic) 변이는 뇌전증과 지적장애가 여자

에서만 있는 한 가족을 통해 처음 보고되었다(epilepsy in females 
with mental retardation). 현재 약 50% 정도는 새로운(de novo) 

변이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PCDH19 유전자가 Xq22에 있

으나, 남자를 통해서는 유전되지 않는 독특한 유전 형태를 갖고 

있다. SMC1A-DEE도 PCDH19-CE와 유사하게 국소 또는 전신 

발작의 군집을 보이며, 항경련제에 잘 반응하지 않는 특징을 보

인다.

5. GLUT1 결핍 발달 뇌전증 뇌병증(glucose transporter 1 

deficiency syndrome)

GLUT1 결핍 발달 뇌전증 뇌병증(glucose transporter 1 deficien-
cy syndrome, Glut1DS)은 영아기 발병 뇌전증, 이상 운동증, 지

적장애 등 다양하고 복잡한 신경계 질환을 포괄하는 증후군이다. 

뇌전증은 Glut1DS에서 가장 흔한 신경학적 증상으로, 케톤 식이

요법을 하지 않는 한 약물로는 잘 조절되지 않는다. SLC2A1 유

전자의 병원성 변이로 인한 혈액-뇌 관문(blood brain barrier)에 

있는 포도당 운반체(glucose transporter)의 기능 장애로 인해 발

생한다. Glut1DS의 뇌전증은 출생아 24,000명당 1명의 빈도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뇌전증 외에 다른 신경계 증상을 가

진 전체 Glut1DS는 그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발작은 주로 

전신 발작이 국소 발작에 비해 더 흔하고, 근간대성, 근간대-탈

력 발작, 전신 강직-간대 발작, 비전형적인 소발작 등의 형태를 

보인다(진단에 필수). 4세 이전에 소발작과 함께 근간대성 발작

을 보인다면 Glut1DS를 고려하여 뇌척수액 검사와 유전자 검사

를 시행해볼 수 있다. 또한 근간대-탈력 발작이나 약물 난치성 

소발작인 경우, 그러면서 인지문제가 동반되는 경우에도 

Glut1DS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뇌전증 연축과 전신 강직-간대 

뇌전증 중첩증도 Glut1DS에서 보고된 바 있다. 발작의 빈도는 

하루에 수 차례부터 수년에 한 번 정도로 다양하지만, 항경련제 

약물에 잘 조절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청소년기와 성인기가 

되면서 발작의 빈도는 감소하지만, 인지장애와 이상 운동증, 편

두통으로 주요 신경계 증상으로 변화한다. 케톤 식이를 통한 케

톤증(ketosis)이 발작 조절에 효과적이며, 인지 기능에도 좋은 효

과를 보인다.35 그러나 대다수의 환자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정도

의 인지장애를 보인다(진단에 필수). 발작과 함께 이상 운동증이 

있는 경우에도 Glut1DS를 고려한다. 영아기에 머리를 한쪽으로 

돌렸을 때 눈이 여러 방향으로 튀는 증상(eye-head gaze sac-
cades)을 보이는 경우 Glut1DS를 고려해볼 수 있다.36 진단은 뇌

척수액 검사를 통해 확진하는데, 약 4–6시간의 공복(정상 혈당을 

유지) 상태에서 뇌척수액의 포도당 수치가 낮으면 진단한다.37 

Glut1DS에서 뇌척수액의 포도당의 5백분위수는 1.8–2.9 mmol/
L로, 뇌척수액/혈중 포도당의 비율의 5백분위수는 0.41–0.51이

다. 이때 뇌척수액의 젖산은 낮거나 정상일 수 있다. SCL2A1 병

원성 변이가 있으면서 임상 증상이 명확한 경우에는 뇌척수액 검

사가 진단에 필수적이지는 않다.36 참고로 Glut1DS 중 뇌전증이 

늦게 발생한 경우에는 뇌척수액의 포도당 수치가 낮지 않을 수 

있다. 발작간기 뇌파는 대부분 정상으로, 나이에 따라 국소 또는 

전반적인 배경파의 서파와 함께 간헐적인 국소 및 전신 극서파가 

관찰된다. 2세 이상에서는 2.5–4 Hz의 전신 극서파가 보이기도 

한다. 식사 전 뇌파의 이상은 식사 이후에 호전될 수 있으며 배경

파는 케톤 식이를 하면서 호전된다. 약 25%의 환자에서 피질하 

U 섬유(subcortical U fibers)의 고강도 신호, perivascular Visr-
chow spaces와 뇌실의 확장, 연령 대비 지연된 수초화가 관찰된

다. 유전자 검사에서는 약 81%–89%에서 SCL2A1 유전자의 열성 

변이가 확인된다. 

6. 스터지-웨버 증후군(Sturge-Weber syndrome)

스터지-웨버 증후군(Sturge-Weber syndrome, SWS)은 얼굴의 

한 쪽에 포도주 색의 얼굴 혈관 기형을 갖고 있으면서 같은 쪽에 

연수막(leptomeningeal) 혈관종이 있는 선천성 신경피부증후군이

다. 주로 guanine nucleotide-binding protein alpha-q (GNAQ) 

유전자의 체세포 변이(somatic variant)에 의해 발생한다.38 SWS
는 출생아 200,000–500,000명 중 1명 꼴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얼굴에 포도주 색의 점을 갖고 있는 아이들의 약 20%–

70%가 SWS로 진단된다.39 출생 시 이마와 한쪽 눈꺼풀을 같이 

침범하는 포도주 색깔의 점을 갖고 있는 경우 SWS를 의심해볼 

수 있다. 

발작은 평균 생후 6개월경에 약 75%–85%의 환자에서 발생하

며, 발작은 대개 국소 운동성 발작이다(진단에 필수). 발작은 짧

게 발생하나 뇌전증 중첩증과 같이 발작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어서 발작을 조기에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 30%에서는 

발열로 인해 발작이 시작될 수 있고, 어느 연령이든 발열로 발작

이 유발될 수 있다. 뇌전증 연축, 근간대성-탈력 발작, 웃음 발작 

등도 같이 보일 수 있다. 약 40%에서는 발작이 잘 조절되던 중에 

발작의 악화를 경험하게 된다. 어린 나이에 발작이 많이 발생하

므로 인지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부모에게 조기

에 발작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발작 시 대처 방법을 가르

치는 것이 권장된다. 뇌파에서는 침범된 대뇌 반구에서 배경파의 

서파와 뇌파 진폭의 감소가 보인다.40 생후 1세 이전에는 정상 배

경파를 보일 수 있다. 발작간기에는 국소 극서파가 빈번하게 관

찰된다. 발작간기 발작파는 발작 발생의 위험을 뜻한다. 조영제

를 사용한 뇌 MRI에서 연수막 조영 증강(enhancement)를 확인

함으로써 SWS로 진단한다(진단에 필수).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하는 대뇌 피질의 석회화와 위축이 보인다. 약 40%–60%의 환자



에서 포도주색 반점이 있는 쪽 눈에 녹내장이 발생하여 시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필요하다.41 신발작이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다.42 

7. 시상하부 과오종 웃음 발작(gelastic seizures associated with 

hypothalamic hamartomas)

시상하부 과오종(hypothalamic hamartomas)은 매우 드문 선천성 

비악성(nonneoplastic) 질환으로 웃음 발작을 주 특징으로 한다. 

그 외에도 의식 저하를 동반하는 국소 발작이나 전신 발작이 나

타날 수 있다. 발작은 약 85%의 환자에서 생후 1세 이전에 나타

나며, 드물게는 영아기를 지나서 나타나기도 한다. 발작은 약물

로 잘 조절되지 않는다. 웃음 발작은 시상하부 과오종에 의한 발

작의 매우 특징적인 발작 유형이다(진단에 필수). 대개 1분 이내

로 짧게 발생하며, 기계적이고 억지로 웃는 듯하며 상황에 적절

하지 않은 웃음이다. 의식 소실을 동반하지 않으며 발작 이후에 

의식도 대부분 정상이다. 그러나 발작의 빈도가 하루에도 여러 

차례 이상으로 빈번하고 군집을 이루기도 한다. 울음(dacrystic) 
발작은 전형적으로 눈을 흘리며 울거나 소리를 지르는 양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웃음 발작과 울음 발작의 혼재한다면 시상하부 

과오종에 의한 발작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전두엽과 측

두엽에서 시작하는 국소 발작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뇌파의 배

경파는 대개 정상이며, 영아기가 지나면서 발작간기에 극파가 관

찰된다. 소아기가 지나면서 전신성 극파 또는 극서파가 다수의 

국소성 극파와 함께 관찰될 수 있다. 웃음 발작의 발작기에는 발

작간기에 보이던 극파의 진폭이 감소하거나 빈도가 감소하는 등 

매우 경미하거나 비특이적인 소견을 보인다. 또는 발작기 두피 

뇌파에서 발작이 마치 측두엽이나 전두엽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실제 과오종을 표적으로 하여 전극을 삽입한 경우, 

과오종에서 발작의 시작을 확인할 수 있다. 웃음 발작이 있어 시

상하부 과오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시상하부 부분의 자세한 영

상을 얻는 것이 좋다. 뇌 MRI에서는 뇌하수체의 누두형 구조(in-
fundibular stalk)와 유두체(mammillary body) 사이에 자루 모양

으로 불룩한(pedunculated or sessile) 병변이 관찰된다(진단에 필

수). 해당 병변은 T1 영상에서 회백질에 비해 저음영으로, T2에

서는 고음영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조영 증강이 되지 않는다. 

신체 검진상 성조숙증을 보일 수 있다. 발달이 퇴행하거나 멈추

기도 하고, 충동성이나 공격성과 같은 행동 이상을 보이기도 한

다.43 발작은 약물에 잘 반응하지 않는다(진단에 필수). 수술로 발

작 조절과 인지 발달의 퇴보를 예방할 수 있다. 웃음 발작은 시상

하부 과오종 외에도 측두엽이나 전두엽 발생의 발작으로도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MRI에서 시상하부 과오종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구조적인 뇌 병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 

이번 ILAE Task Force에서는 신생아와 2세 미만 영아의 뇌전증

을 전기생리학적 소견과 함께 발작 형태, 신경학적 검진, 임상 경

과, 병인, 동반 질환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웨스트 증후군의 진단 

기준에 만족하지 않는 연축을 포함하고자 IESS라는 용어로 정의

하였고, 오타하라 증후군과 조기 근간대성 뇌병증이 유사한 유전

적, 구조적 병인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EIDEE라는 하나의 증

후군으로 통합하였다. 기존에 알려진 DS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와 임상 시험, 약물 개발을 위하여 유지키로 하였다. 또한 신

속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개입이 될 수 있도록 원인 특이 뇌전증 

분류를 도입하였다. 자세한 임상 양상과 병인에 따라 뇌전증을 

분류하고 진단하는 것은 향후 새로운 정밀 치료와 장기적 예후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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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presents the updated, modified classification and definitions of epileptic syndromes, 
proposed by the consensus of International League Against Epilepsy (ILAE) task force. The ILAE 
report suggests a nosological revision of the epilepsy syndromes with onset in childhood, which are 
sub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1) self-limited focal epilepsies; (2) genetic generalized epilepsies; 
and (3) developmental and/or epileptic encephalopathies. The most significant revised definition 
in childhood epilepsy syndromes is “self-limited,” formerly known as “benign.” These changes are 
essential to review and incorporate into practice when caring for patients with epilepsy. More data 
on the connection between genetic etiologies and epilepsy syndromes should be gathered using 
highly advanced biomolecular techniques for precision medicine. 

Keywords: Childhood benign focal epilepsy; Benign epilepsy of childhood with centrotemporal 
spikes; Childhood absence epilepsy; Epilepsy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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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국제뇌전증퇴치연맹(International League Against Epilepsy, 

ILAE)은 창립 이래 뇌전증의 분류와 용어의 확립을 위해 국제적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1981년부터 공식적인 뇌전증의 분류

를 소개하였고, 이들 분류와 정의를 수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해 왔다. 2017년 발표한 뇌전증 분류는 (1) 발작 유형, (2) 뇌전

증 유형, (3) 뇌전증 증후군이라는 세 가지 진단 수준으로 나누

었으며, 각각의 병인과 동반 질환이 진단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1 본 종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ILAE Task Force를 통해 연령에 따른 신생아 및 영아기(neonate 
and infants), 소아기(childhood), 청소년기와 성인기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variable ages)으로 분류한 뇌전증 증후군 중 2022년 

공식적으로 확립 및 개정한 소아기 발병 뇌전증 증후군(child-
hood epilepsy syndromes)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하였다.2 

2세부터 12세 사이에 발병하는 소아기 발병 뇌전증 증후군을 

크게 (1) 자연호전 국소 뇌전증(self-limited focal epilepsies of 
childhood, SeLFEs), (2) 유전 전신 뇌전증 증후군(genetic ge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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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Korean Clinical Epilepsy Research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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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zed epilepsy syndrome), (3) 발달/뇌전증 뇌병증(developmen-
tal and/or epileptic encephalopathies, DEEs) 등 세 그룹으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DEEs에는 국소 및 전신 발작을 포함하는 뇌전

증 증후군(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 

LGS], 수면 활성 극서파 DEE), 전신 발작만을 동반하는 뇌전증 

증후군(근간대 무긴장발작 뇌전증[epilepsies with myoclonic 
atonic seizures, EMAtS]) 및 국소/다초점 발작만 나타나는 뇌전

증 증후군(열 감염 관련 뇌전증 증후군[febrile infection-related 

epilepsy syndrome, FIRES], 편측발작-편마비-뇌전증 증후군

[hemiconvulsion-hemiplegia-epilepsy syndrome, HHE]) 등이 

포함된다. 

본 보고서에서 등장하는 ‘자연호전(self-limited)’이라는 개념은 

이전에 사용하던 ‘양성(benign)’을 대체하고 있다. 더 이상 양성

이라는 개념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인지기능장애 또는 정신심

리적 질환과 같은 공존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 이를 설명하기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뇌전증 증후군의 진단에 중요한 유

전 요인은 뇌전증의 가족력, 연령 및 뇌파의 특징과 관련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심각한 유형의 뇌전증 증후군에서 일부 유전 변

이가 밝혀졌을 뿐,3 전체 소아 뇌전증의 25% 가량을 차지하는 자

연적으로 호전되는 뇌전증 증후군에 대해서는 뚜렷한 유전 변이

와의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연령 시기에 

발병하여 호전되는 소아기 발병 뇌전증의 경우 자연호전이라는 

개념이 더 적합한 표현으로 제시되었다. 

소아기 발병하는 뇌전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발작 양상과 발

작 진행 양상, 발달 과정, 그리고 뇌파 소견과 뇌 자기공명영상 

검사, 그리고 유전학적 검사 등을 이용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소아기 발병하는 뇌전증 중 초기와 다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뇌전증 증후군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진단에 주의가 필

요하다. 다른 증후군의 특징과 중첩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뇌전증 유형으로 진행하는 경우, 뇌전증 발작에 대한 내재

된 감수성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소아기에 

발병하는 뇌전증 증후군의 특정 임상 및 진단검사적 특징을 제시

함으로써 새롭게 개정된 뇌전증 증후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Table 1은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뇌전증 증후군의 개정

된 명칭과 약자 및 진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mandatory) 

발작 양상과 뇌파 특징을 요약하였다. 본 종설에서 기술한 한글 

용어4,5 중 진단명이 길고 익숙하지 않은 경우는 영문 용어 및 축

약형과 혼용하여 기술하였다. 

본론

1. 소아기 발병 자연호전 국소 뇌전증(self-limited focal 

epilepsies of childhood)

SeLFEs는 각 증후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여러 공

통된 특징이 있다. (1) 특정 연령에서 발병하며, (2) 특징적인 뇌

의 구조적 병변이 관찰되지 않는다. (3) 또한 주산기 및 출생 시, 

그리고 신생아 시기에 특이 병력이 없으며, (4) 인지 능력을 포

함한 신경학적 검사가 정상이다. (5) 대부분이 사춘기 시기에 호

전되며, (6)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 항경련제에 반응이 좋다. (7) 

각 증후군마다 특징적인 발작 양상이 나타난다. (8) 뇌파의 특징

에 따라 유전 변이와 연관될 수 있다. (9) 각 증후군마다 뇌전증

모양 방전은 독특한 모양과 위치를 나타내며, 흔히 수면에 의해 

활성화되고 배경파는 정상이다. 소아기 발병 자연호전 국소 뇌

전증을 가진 대부분의 소아들은 하나의 특징적인 증후군의 특성

을 가지지만, 경우에 따라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거나 다른 증후

군으로 이행되기도 하며 드물게는 특발 전신 뇌전증과 중첩되기

도 한다. 

자연호전 국소 뇌전증은 장기 예후에 따라 크게 두 단계로 구

분할 수 있다. 첫째는 청소년 시기에 발작이 호전되는 자연호전 

중심측두부극파 뇌전증(self-limited epilepsy with centrotempo-
ral spikes, SeLECTS)과 자연호전 자율신경발작 뇌전증(self-lim-
ited epilepsy with autonomic seizures, SeLEAS)이다. 두 번째는 

소아 후두부 시각 뇌전증(childhood occipital visual epilepsy, 

COVE)과 광과민 후두엽 뇌전증(photosensitive occipital lobe 

epilepsy, POLE)으로 대부분 청소년기에 호전되기는 하나 일부 

발작이 지속되어 장기간 약물 치료가 필요하며, 발작 조절과 예

후는 양호하다(Supplementary Fig. 1).  

1) 자연호전 중심측두부극파 뇌전증(self-limited epilepsies with 

centrotemporal spikes) 

이전 양성 로란딕 뇌전증(benign Rolandic epilepsy) 또는 중심측

두부 극파를 동반한 양성 소아 뇌전증(benign childhood epilep-
sy with centrotermporal spikes) 으로 알려진 뇌전증 증후군이다. 

전체 소아기 뇌전증의 6%–7% 정도로 추산되며, 이른 학령기 시

기에 발작이 시작되고, 평균 7세 전후로 호발한다.6 성비는 비슷

하나 남아가 60% 정도 우세한 비율로 관찰된다. 발작은 지속 시

간이 2–3분 이내로 짧고 산발적으로 발생한다. 얼굴 하단부를 

포함한 일측 감각 저하가 동반된 체성감각 증상, 입 주위 및 얼

굴 한쪽의 강직 및 간대성 수축, 구음장애, 침흘림을 포함한 국

소 발작 양상이 특징이다. 국소 발작은 동측 상지 및 편측 그리

고 양측 강직간대발작으로 이행하기도 한다. 80%–90%는 수면 

중 발작이 발생하여 목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20% 미만의 비

율로 각성 시에도 발생할 수 있다. 인지 기능을 포함한 신경학적 

검사에서 정상이며, 뇌 영상검사에서 구조적 이상은 관찰되지 

않는다. 5%–15% 가량에서 열성경련의 과거력이 관찰되며, 뇌전

증 또는 열성경련의 가족력도 관찰된다. 현재까지 뚜렷한 원인 

유전자 변이가 밝혀지지는 않았으며, GRIN2A 이형접합체 변이

에서 수면 활성 극서파 뇌전증 뇌병증으로 이행한다는 보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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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7 뇌파에서는 정상 배경파를 나타내며, 기면 및 수면 시 활

성화되는 고진폭의 중심부와 측두부 예서파가 진단에 필수적이

다. 발작파는 일측 또는 양측, 그리고 독립적으로 나타나며, 중

심부와 측두부 주위인 전두엽, 두정엽, 후두부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발작은 사춘기 경 자연히 줄어들며 자연호전을 보이지

만, 드물게는 18세까지 지속되기도 한다.8 발작이 반복되어 언어

나 학습기능에 영향을 받더라도 항경련제에 반응이 좋아 적절히 

치료할 경우 장애는 거의 없어 예후는 좋은 편이다.9 

2) 자연호전 자율신경발작 뇌전증(self-limited epilepsies with 

autonomic seizures) 

SeLEAS는 Panayiotopoulos 증후군 또는 조기 발병 양성 후두부 

뇌전증(early onset benign occipital epilepsy)으로 일컬으며, 국

소 자율신경발작이 이른 소아기에 시작한다. 연령 범위에 따라 

발병률에 차이가 있어 1–14세 사이 소아기 뇌전증의 5%, 3–6세 

사이의 소아기 뇌전증의 13%를 차지한다.10 소아기 비열성 비경

련 뇌전증지속상태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11 5%–17%에서 열성

경련 과거력이 있으나, 주산기 및 출생 시 특이 병력은 없으며 

발달 및 신경학적 진찰은 정상이다. 자율신경발작은 창백, 홍조, 

구역,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을 포함하여, 75%에서 구토가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 그 외 동공산대, 청색증, 실신 등도 발생할 수 

있다. 발작은 눈이나 고개가 한쪽으로 돌아가며 전신 무긴장, 국

소 간대, 또는 양측 강직간대발작으로 나타난다. 의식소실은 발

작의 진행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발작 시작 시점에

서의 의식은 대부분 보존된다. 70% 이상이 수면 시 발생하며, 

3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12 

뇌파의 배경파는 정상이나, 다초점 고진폭 예파 또는 극서파가 

관찰되며 수면 박탈 또는 수면 시 발작파가 활성화된다. 질환의 

초기에는 후두부 발작파가 우세하게 관찰되지만, 이후 순차적인 

뇌파에서는 발작파의 위치가 다양할 수 있는데 후두부 이외 중심

부, 측두부, 전두엽 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 뇌 자기공명영상검사

에서는 뚜렷한 구조적 이상이 관찰되지 않고, 현재까지 관련 유

전 변이는 분명하지 않다. 25%에서 한 차례의 발작만을 경험하

며, 다수의 환아가 경험하는 발작 횟수는 총 5회를 넘지 않는

다.13 대부분 발작 시작 1–2년 이내에 자연호전되고 정상 발달 경

과를 보인다. 약 20%에서 다른 자연호전 국소뇌전증으로 이행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SeLECTS으로 이행한다.  

3) 소아 후두부 시각 뇌전증(childhood occipital visual epilepsy) 

COVE는 후기 발병 양성 후두부 뇌전증(late onset benign occip-
ital epilepsy) 또는 Gastaut형 특발 소아 후두엽 뇌전증(idiopathic 
childhood occipital epilepsy-Gastaut type)으로 불렸으며, 자연

호전 경과를 보이는 뇌전증 증후군 중 하나이다. 소아기에서 새

로 진단된 비열성 발작의 0.3%를 나타내며, 발작 발생 연령은 

1–19세이나 호발 연령은 8–9세이다.14 성비는 동일하고, 주산기 

및 출생은 정상적이며, 발달 및 신경학적 진찰 모두 정상이다. 

발작은 각성 시기에 발생하는 국소 시각 발작이 진단에 필수적

이다. 발작은 급작스럽게 발생하며 3분 미만으로 지속되고, 치

료하지 않을 경우 반복될 수 있다. 90% 가까이 되는 환아가 국

소 발작만을 경험하며, 낮은 비율로 양측 강직간대발작이 발생

한다. 다양한 색의 원형 또는 화면 분할과 같은 시각 증상이 발

생한 이후 눈이나 고개가 발작 발생 부위의 동측으로 편향되며 

발작이 시작된다. 대부분 후두부에서 발작이 기시하므로, 환시, 

실명, 안구통, 눈꺼풀 떨림, 반복적 눈감기 등이 나타날 수 있으

며, 후두부 주위로 확산되는 경우 반신마비, 의식소실, 편측 간

대성 발작 또는 양측 강직간대발작으로 진행할 수 있다. 발작하

는 동안과 발작 이후 두통 및 구역, 구토를 느낄 수 있으며, 발작 

이후 두통은 50%의 환자들에서 편두통과 비슷하게 느낀다.

뇌파의 배경파는 정상이며, 발작 간기의 후두부 예파 또는 극

서파 복합체는 수면 중에만 발생한다. 눈을 감았을 때 활성화되

며, 눈을 뜰 때 사라지는 소견(fixation-off sensitivity)이 20%–

90%까지 관찰되나 이 증후군 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는 없다.15 

20%에서 중심측두부 및 전두엽, 그리고 전신 뇌전증모양 발작파

가 나타날 수 있다.16 수면 박탈과 수면 시에 발작파가 활성화되

며 드물게 수면활성 극서파 뇌전증 뇌병증으로 이행하는 경우도 

있다. 발작하는 동안에는 발작 간기에 관찰되던 후두부 예파 또

는 극서파 혼합체가 감소하며 일측 후두부의 속파와 낮은 진폭의 

극파가 혼합되어 발생한다. 뇌 자기공명영상검사는 정상이며, 유

전자 검사는 추천되지 않는다. 항경련제 복용 여부와 관계없이 

50%–80%가 청소년기에 발작이 호전되며, 항경련제에 대한 반응

도 좋은 편이다. 

4) 광과민 후두엽 뇌전증(photosensitive occipital lobe epilepsy)

POLE의 발생률은 소아기 발병 뇌전증의 0.7%로 추산되며, 발

병 연령은 1세에서 50세까지 다양하나 주로 4–17세 사이에 발

병하며 평균 11세 전후에서 발작이 시작된다. 여아 비율이 우세

하며 출생 및 발달력, 신경학적 검사에서 정상이다. 빛 자극(예, 

번쩍거리는 광선)에 의하여 국소 시각 감각 발작이 진단에 필수

적이며, 시야 내 빛이나 여러 색상의 점, 특정 환시나 일시적 시

야 흐림 등이 시각 감각 증상에 포함된다. 비디오 게임이나 아날

로그 텔레비전에 의한 빛 자극으로 유발될 수 있으며,17 시각 증

상을 느낀 뒤 눈이나 고개가 한 쪽으로 편향될 수 있다. 발작은 

대부분 3분 미만으로 짧고, 두통이나 구토와 같은 자율신경감

각, 의식소실을 동반하거나 양측 강직간대발작으로 진행될 수 

있다. 빛 자극이 없이 기상 시 발생하기도 하며, 국소 시각 후두

부 발작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특발 전신 뇌전증과 

중첩되기도 하며 이때 근간대발작 또는 소발작, 전신 강직간대

발작 등이 나타날 수 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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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파의 배경파는 정상이며, 발작 간기의 후두부 극파 또는 극

서파가 관찰된다. 전신 극서파 복합체 또는 중심측두부 극파가 

공존할 수 있다.19 눈을 감거나 간헐적 빛 자극 시 발작파가 증가

할 수 있으며, 수면 및 수면 박탈 시 유발될 수 있다. 발작하는 동

안에는 반대측 후두부를 담당하는 시야에서 시각 증상이 발생하

며, 동측으로 고개와 눈이 편향될 수 있다. 또한 후두부 발작파는 

동측의 측두부와 반대측 후두부로 퍼지는 양상으로 관찰된다. 뇌 

영상검사는 정상이며, 1/3에서 가족력이 관찰되나 현재까지 밝

혀진 관련 유전자는 없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부분 호전되나 

일부에서는 빛 자극으로 인한 발작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

2. 소아기 발병 유전 전신 뇌전증 증후군(genetic generalized 

epilepsy syndromes of childhood) 

소아기에 발병하는 모든 전신 뇌전증 증후군은 유전 요인과 연

관이 있다. 전신 뇌전증 증후군에서는 소발작 뇌전증(chilhood 

absence epilepsy, CAE)이 가장 흔하며, 전신 뇌전증 증후군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낸다. 최근 glucose transporter 1 (GLUT1) 

결핍 증후군, Angelman 증후군, 15q 전위-결실과 같은 유전 병

인도 전신 뇌전증 증후군의 중요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20 그 

외 두 가지 특징적인 소아기 발병 유전 전신 뇌전증 증후군은 근

간대 소발작 뇌전증(epilepsy with myoclonic absence, EMA)과 

안검 근간대 뇌전증(epilepsy with eyelid myoclonia, EEM)이다. 

이들 증후군에서는 발작이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인지기능장애를 동반하고 CAE에 비해 다양한 예후를 나

타낸다. 특발 전신 뇌전증 또는 열성경련 플러스와 같은 가족력

이 있는 경우가 흔하다. 

1) 소아 소발작 뇌전증(childhood absence epilepsy)

정상 소아에서 2.6–4 Hz의 전신 극서파의 소발작이 동반되는 뇌

전증 증후군이다. 매해 10만 명당 6.4–8명의 소아가 진단받으

며, 학령기 소아 뇌전증의 18%를 차지한다.21 발작 발생시기는 

4–10세이나, 평균적으로 5–6세경 발생한다. 10세 이후에 발생

한 경우 발작 빈도에 따라 CAE와 청소년기 소발작 증후군으로 

구분하는데, 전형적인 소발작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는 CAE일 

가능성이 높다. 여아가 우세하며, 10%–15%에서 열성경련 과거

력이 확인된다. 발달은 정상이나 학습장애 또는 주의력결핍과다

활동장애가 동반되기도 하며,22,23 높은 비율로 우울과 불안장애

가 나타날 수 있다.24 신경학적 진찰은 정상이다. 전형적인 소발

작은 갑작스런 의식소실로 나타나며, 멍하게 응시하거나 얼굴 

표정의 소실, 하던 행동을 멈추는 증상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속 시간은 3–20초 정도이며, 평균 10초 가량 유지되고 30초를 

넘는 경우는 드물다. 86%에서 입이나 손의 자동증이 관찰되며 

눈을 깜박이거나 눈꺼풀 떨림을 동반하기도 한다. 발작 이후 혼

돈 없이 정상 활동으로 회복되며, 하루에도 수 차례 발생할 수 

있다. 전신 강직간대발작이 소발작 전에 혹은 소발작이 빈번한 

소아기에 드물게 동반될 수 있다. 더 흔하게는 전신 강직간대발

작이 청소년기에 시작되는데, 이런 경우 보통 소발작이 호전된 

후 시작하며 특발 전신 뇌전증으로 이행하게 된다. 

뇌파의 배경파는 정상이나, 21%–30% 가량에서 후두부 간헐적 

율동성 델타 활동(occipital intermittent rhythmic delta activity)

이 관찰되며, 2.5–4 Hz의 notched delta파로 확인된다. 3 Hz의 

전신 극서파가 관찰되며, 수면 시 분절된 형태의 국소 또는 다초

점 극파로 관찰된다. 기면과 수면 상태에서 다발극파가 관찰되

며, 간헐적 빛 자극 시 21%에서 전신 극파가 유발될 수 있다. 발

작하는 동안에는 규칙적인 3 Hz (2.5–4 Hz)의 전신 극파가 확인

되며, 과호흡으로 유발된다. 뇌 영상검사는 정상이며, 유전자 검

사를 진단에 필수로 여기지는 않는다. 다만, 몇 가지 유전자 

(e.g., GABRG2, GABRA1, SLC2A1)가 CAE와 연관된다 보고되

었으며,22,25,26 4세 이전 발생하는 소발작의 경우 유전자 검사를 

고려해야 한다. 그 외에도 인지기능장애, 운동장애, 약물 저항성 

발작, 발작의 강한 가족력을 나타내는 경우 유전 변이와 연관될 

수 있다.27,28 특히 소발작을 나타내는 소아에서 학습장애를 동반

하는 경우 유전자 복제수 변이(copy number variant) 확인을 위

한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chromosome microarray) 검사를 고

려해야 한다.29 소발작은 약물에 반응이 좋으며, 60%의 환자가 

초기 청소년기에 호전된다.30,31 이외 나머지 환자들은 다른 형태

의 특발 전신 뇌전증으로 이행된다. 운동성 자동증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작 조절에 대한 예후가 불량할 수 있다.

2) 안검 근간대 뇌전증(epilepsy with eyelid myoclonia) 

EEM은 이전 Jeavons 증후군으로 알려졌던 뇌전증 증후군으로, 

눈을 감거나 빛 자극 시 발생하는 소발작 및 반복되는 눈꺼풀(안

검) 근간대발작이 특징이다. 눈꺼풀 근간대발작은 각성 시 뚜렷

하게 나타난다. 발작 발생 시 빛이 비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움직임이 해를 찾는 움직임처럼 보여 ‘해바라기 증후군’이라 언

급되기도 하였다. 몇몇 뇌전증 센터에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모

든 뇌전증 사례의 1.2%–2.7%로 추산되나 현재까지 발생률과 관

련된 인구 기반 연구는 없다.32 평균 발병 연령은 6–8세이며 

2–14세까지 관찰될 수 있고, 성비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2배 높

게 나타난다.33 주산기 및 출생력 상 정상이며, 발달과 인지능력

도 정상이다. 열성경련이 3%–13% 정도 발생할 수 있다.34 뚜렷

한 빛 자극에 의해 발작이 유발되는 비율의 절반 정도가 인지기

능장애 또는 주의력장애를 보이나, 신경학적 진찰상 정상이다. 

짧고 반복적인 3–6 Hz 간격의 규칙적인 눈꺼풀 근간대발작과 

동시에 안구의 상방 편위 및 고개의 신전이 진단에 필수적이다. 

발작은 1–3초 미만으로 매우 짧으며 6초를 넘지 않는다. 하루 

또는 한 시간 내에 수 차례 발생할 수 있다. 불수의적 또는 자발

적으로 눈을 천천히 감거나, 밝은 빛에 노출될 때 발작이 유발되



는 특징이 있다. 의식은 대부분 유지되며 의식소실이 발생하더

라도 경미하여 환자 본인이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20% 정도에

서 눈꺼풀 근간대발작 뇌전증지속상태로 진행하며, 이때 반복적

인 눈꺼풀 근간대발작이 경미한 의식소실과 함께 나타난다. 일

부 환자에서는 전형적인 소발작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전신 강직

간대발작은 대부분의 환자에서 관찰되며, 횟수가 잦지는 않으나 

빛 자극, 수면 박탈, 음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다. 

뇌파의 배경은 정상이며, 3–6 Hz의 빠르고 불규칙한 전신 다

극파 복합체가 관찰된다. 눈을 감거나 간헐적 빛 자극에 의해 발

작파가 활성화되며, 이러한 빛 자극 및 눈 감음에 대한 민감성은 

나이가 들면 감소할 수 있다. 과호흡에 의해 발작파가 유발되는 

경우도 있다. 수면 시에는 전신 극서파 활동이 짧고 분절되어 나

타나고, 이때는 국소 또는 다초점 극서파 복합체로 관찰되나 한 

부위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눈꺼풀 근간대발작 때 뇌파상 고진폭

의 불규칙한 전신 다극파 또는 다극서파 복합체가 관찰되며 이후 

3–6 Hz의 규칙적인 극파 또는 다극서파 복합체가 관찰된다. 빛

을 완전 차단할 경우 눈꺼풀 근간대발작은 종료된다. 대부분 뇌 

구조적 이상은 관찰되지 않아 뇌 자기공명영상검사가 진단에 필

수는 아니다. 가족력 상 발작 또는 뇌전증을 앓았던 비율이 25%–

83% 가량 관찰되며, 20%의 경우 특발 전신 뇌전증 증후군의 가

족력이 관찰되고, 거의 반 수의 환자에서 열성경련 플러스가 확

인되었다.35 DEE가 관찰되는 환자 중, CHD2, SYNGAP1, NEX-
MIF 유전 변이가 관련 있다.36-38 

3) 근간대 소발작 뇌전증(epilepsy with myoclonic absence) 

EMA는 근간대 소발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뇌전증으로, 정확

한 발생률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전체 뇌전증의 0.5%–1% 정도에

서 관찰된다는 보고가 있다.39 호발 연령은 7세 가량이며, 1–12
세까지 유발될 수 있다. 남아 비율이 70%로 우세하며, 과거력상 

특이 사항이 없으나 환아의 반 수에서 발달지연이 관찰되며 

70%에서 인지기능장애가 관찰된다. 신경학적 검사는 정상이다. 

근간대경련소발작이 진단에 필수적이며, 소발작 시 3 Hz의 규

칙적인 상지 떨림과 동시에 팔의 강직성 외전이 관찰된다. 발작

은 갑작스럽게 시작하고 멈추며 10–60초 가량 지속되고, 하루에 

여러 차례 발생할 수 있으며 의식소실이 다양한 범위로 동반될 

수 있다. 호흡의 변화나 요실금, 자동증 등이 동반될 수 있으며, 

전신 강직간대발작이나 무긴장발작 등도 나타날 수 있으나 여러 

유형의 발작이 확인되는 경우 불량한 예후를 시사한다. 

뇌파의 배경파는 정상이며, 3Hz의 전신 극파 또는 다발극서파 

복합체가 발작 간기에 관찰된다. 전신 극서파, 그리고 근간대경

련소발작은 과호흡에 의해 유발될 수 있으며, 간헐적 빛 자극, 수

면 박탈, 기면, 수면에 의해 전신 극서파가 활성화될 수 있다. 근

간대경련소발작을 하는 동안 규칙적인 3 Hz의 전신 극서파 복합

체가 관찰되며, 근간대 수축이 발생한 이후 다음 수축이 발생하

기 전까지 일정 시간 동안 근긴장이 증가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

다. 뇌 자기공명영상검사는 정상이나 경미한 대뇌 위축이 동반될 

수 있다. 20%에서 전신 발작의 가족력이 관찰된다.40 40%의 환

자에서 발작이 호전되나, 근간대경련소발작이 지속되는 경우 다

른 DEE로 진행할 수 있다. 근간대경련소발작이 유일한 발작 유

형인 경우 항경련제에 반응이 좋아 보다 양호한 예후를 가진다. 

3. 소아기 발병 발달/뇌전증 뇌병증(developmental and/or 

epileptic encephalopathies with onset in childhood) 

뇌전증 뇌병증(epileptic encephalopathies)은 뇌전증 발작 자체

가 잠재된 병인에서 예측되는 정도 이상의 심각한 인지 및 행동

장애를 유발하는 질환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잠재된 병인 단

독만으로는 동반된 인지 및 행동장애를 설명할 수 없으며, 반복

되는 발작과 뇌파 이상이 발달지연 혹은 퇴행과 연관되는 것이 

특징이다. 2017년 뇌전증 분류에서 추가된 ‘발달(developmen-
tal)’이라는 개념은 뇌전증 뇌병증과 함께 기저 원인에 이차적으

로 비정상적 발달이 동반되는 경우로 제시되었다. 이 개념은 많

은 병원성 유전 변이가 그 자체로 발달장애를 유발하고 뇌전증 

뇌병증이 이러한 기존 장애에 중첩되어 발달적 예후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입되었다.1 ‘발달 뇌병증(developmental 
encephalopathy)’은 빈번한 뇌전증성 활동 없이 발달장애를 보

이는 경우 언급될 수 있으며, 인지기능장애가 있는 소아나 성인

이 여기에 해당한다. 발달 단계가 완료된 성인의 경우 보다 확대

된 개념으로 ‘진행된 신경학적 악화를 수반한 뇌전증 증후군(ep-
ilepsy syndromes with progressive neurological deterioration)’으

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는 성인의 FIRES 또는 Rasmussen 중후

군에도 적용할 수 있다.

1) 근간대 무긴장발작 뇌전증(epilepsies with myoclonic atonic 

seizures)

EMAtS는 Doose 증후군으로 알려졌던 증후군으로, 초기 소아기

에 발작이 시작된다. 소아기 뇌전증의 2%를 차지하며, 소아 만 

명당 1명의 비율로 발생한다.41 발작은 보통 2세에서 6세 사이에 

시작하며, 6개월에서 8세까지도 발병할 수 있다. 남아에서 우세

하게 확인되며, 환자의 1/4 에서 열성경련의 과거력이 확인된

다. 2/3에서 발작 발생 이전의 발달은 정상이었으며, 신경학적 

진찰에서 이상 소견은 없다. 발작이 진행되면서 발달의 정체 혹

은 퇴행이 동반되고, 발작이 조절되면서 발달도 호전된다. 발병 

당시에 중등도 이상의 발달지연이 있을 경우 진단에 주의가 필

요하다. 근간대 무긴장발작이 진단에 필수적이며, 주로 근위부 

근육에서 짧은 근간대발작이 약한 발성과 함께 발생하고 뒤이어 

매우 짧은 무긴장이 동반된다. 무긴장이 약하게 동반되는 경우 

고개 떨굼으로 보이며, 현저하게 동반되는 경우 갑자기 쓰러지

는 모습으로 관찰된다. 근간대발작, 무긴장발작, 전신 강직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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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작 등이 단독으로 나타날 수 있다. 강직발작은 일부 환자에서 

동반되는데, 이 경우 예후가 불량하다. 비경련 뇌전증지속상태

가 흔하게 나타나며, 의식소실이 수 시간에서 수일 지속되며 비

정형 소발작, 근간대발작, 무긴장발작이 나타나고, 졸림, 침흘

림, 구음장애, 얼굴과 팔의 뚜렷한 근간대가 확인된다. 

뇌파의 배경파는 정상으로 연령에 맞는 후두부 우성 리듬이 관

찰되나 단일 형태의 양측 두정엽에 theta 리듬이 특징적이다. 발

작 횟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진폭의 전신 서파가 보일 수 있다. 발

작 간기에는 2–6 Hz의 전신 극서파 또는 다발 극서파 복합체가 

2–6초간 지속되며, 수면 시 활성화되고 과호흡으로 유발된다. 불

규칙한 전신 극서파가 지속되는 경우, 비경련 뇌전증지속상태를 

의심해야 한다. 근간대 무긴장발작이 발생하는 동안 전신 다발극

파 또는 전신 극파가 근간대발작과 함께 관찰되며, 무긴장 상태

에서 동반된 고진폭의 서파가 뒤따른다. 비경련 뇌전증지속상태

인 경우 고진폭(2–3 Hz)의 불규칙한 전신 극서파가 느린 배경파

와 함께 관찰된다. 뇌 자기공명영상검사는 정상이다. 열성경련 

가족력이 1/3에서 관찰되며, 이는 양호한 장기 예후와 관련이 있

다. 연관된 여러 유전 변이로는 SCN1A, SCN1B, SCN2A, 

STX1B, SLC6A1, CHD2, SYNGAP1, NEXMIF, KIAA2022 등

이 있으며, 근간대 무긴장발작 뇌전증의 5% 가량이 SLC2A1 유

전 변이로 인한 GLUT1 결핍으로 확인되었다.36-38,42-47 발작이 고

빈도로 발생하는 동안 항경련제에 반응하지 않고, 비경련 뇌전증

지속상태가 반복될 수 있다. 이 시기에 발달은 정체되거나 퇴행

하며, 특히 행동 및 수행 기능의 이상이 두드러지고 과잉행동이

나 공격적인 성향 및 수면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발작이 조절된 

이후에는 동반 이상도 호전된다. 초기에는 발작이 항경련제에 대

한 반응이 떨어지나, 2/3에서 발병 3년 이내에 발작이 호전되어 

항경련제 감량 및 중단이 가능해진다.48 발작이 조절되며 뇌파도 

호전되며 발달도 진전된다. 강직발작, 반복되는 비경련 뇌전증지

속상태, 매우 빈번하거나 거의 지속되는 불규칙적 전신 극서파, 

느린 극파 또는 전반돌발속파는 불량한 예후를 시사하는 인자들

이다.

2)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 

LGS는 광범위한 병인과 연관된 DEE로, (1) 18세 이전에 시작된 

약물 저항성을 보이는 다양한 형태의 발작(반드시 강직발작이 

동반되어야 함), (2) 인지 및 행동장애 동반(발병 초기에는 동반

되지 않을 수 있음), (3) 뇌파에 전반적 느린 극서파 및 전반돌발

속파를 특징으로 한다. 많은 임상의들이 LGS라는 용어를 쓰러

짐을 동반한 심한 조기발병 난치성 뇌전증을 기술하기 위해 사

용하고 있으나 이는 맞지 않다. 이러한 접근은 LGS의 고유한 특

징을 인식하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다 나은 예후

를 보이는 EMAtS 및 다른 소아기에 발병하는 심한 뇌전증과의 

감별을 어렵게 한다. 발병 초기에는 임상적, 뇌파적 특징이 모두 

관찰되지 않을 수 있다. 어린 소아의 경우 모든 특징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특징적인 발작을 나타내는 경우 LGS로 이행하는지 추

적 관찰이 필요하다. 

발생률은 뇌전증의 1%–2% 가량이며, 발작 발생 초기에 진단

되는 경우는 0.6% 정도이다. LGS는 심한 영아기 뇌전증 증후군

에서 이행되는 경우가 흔한데, 영아 연축의 경우 약 20% 가량이 

LGS로 이행한다. 궁극적으로 뇌전증이 있는 모든 소아의 3.6%, 

영아기부터 발작이 시작된 소아의 19%가 LGS로 이행한다.49,50 

발작 시작 연령은 18개월에서 8세 사이이나 호발 연령은 3–5세

이며, 남아에서 약간 우세하게 발생한다. 기저질환과 연관된 신

경학적 이상이 흔히 동반된다. 대부분의 LGS 소아들은 발작이 

시작되기 전부터 발달장애가 동반되어 있으며, 발작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발달이 정체되거나 퇴행하게 된다. LGS의 거의 모든 

예에서 약물 저항성의 경련이 성인기까지 지속된다.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모든 환자들의 90% 이상에서 중등도 이상의 인지기능

장애를 동반한다. 과잉행동 및 공격성을 나타내는 행동장애와 자

폐스펙트럼장애, 수면장애가 흔하게 동반된다.51,52 

강직발작은 진단에 필수 조건이다. 강직발작은 전신 축과 상하

지 근육의 수축이 증가된 상태로 3초에서 2분까지 지속되는 양

상으로, 주로 수면 시 관찰된다. 미약하게 상방으로 안구 편위가 

관찰되며, 얼굴 찡그림이나 짧은 울음, 무호흡, 상하지의 외전 또

는 상지를 올리며 떨거나 머리나 몸통을 굴곡하는 움직임이 함께 

나타난다. 서 있는 자세에서 발생하는 경우 몸의 균형을 잃는 넘

어짐 발작(drop attack)이 관찰되며, 이 때 외상을 입을 수 있다. 

강직발작과 함께 다른 유형의 발작 동반이 진단에 필수적이다. 

다른 유형의 발작에는 비정형 소발작, 무긴장발작, 근간대발작, 

의식소실을 동반한 국소 발작, 전신 강직간대발작, 비경련 뇌전

증지속상태, 뇌전증 연축 등이 해당한다. 

뇌파의 배경파는 전반적인 theta–delta파가 확인되며, 기저 병

인에 따라 국소 부위에서 관찰될 수도 있다. 발작 간기에 관찰되

는 특징적인 두 가지 뇌파 유형이 진단에 필수적이다. 첫 번째는 

전반적 느린 극서파로, 70 ms 미만의 극파 또는 70–200 ms의 예

파에 고진폭의 서파가 따라오는 형태로, 2.5 Hz 이하의 양측 동

기화 양상으로 나타난다. 어린 나이에 빈번하게 관찰되며, 청소

년 및 성인기에는 빈도가 줄어든다. 두 번째는 전반돌발속파로, 

수면 시 10 Hz 이상의 전반적 또는 양측 속파가 폭발적으로 나타

나며 수초 정도로 짧게 지속되는 양상이다. 그 외 국소 또는 다초

점 느린 서파도 관찰될 수 있다. 강직발작 시 양측으로 10 Hz 가
량의 고빈도 속파가 관찰되며, 일시적으로 진폭이 줄었다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의 리듬이 따라온다. 이 때 환자는 짧게 숨을 멈추

거나 전신 근육이 수축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들 때

문에 수면 뇌파는 다른 뇌전증 증후군과 LGS를 감별하는 데 도

움이 된다.

뇌의 구조적 이상이 흔하게 동반되므로 뇌 자기공명영상검사



가 강하게 추천되며, 주로 국소 또는 전반적인 대뇌 피질 형성 이

상 또는 결절성 경화증, 종양, 저산소성 뇌병증과 같은 후천적 뇌

손상 등이 관찰될 수 있으나, 늦은 나이에 발병하는 경우 정상일 

수 있다. 많은 유전자의 병원성 변이가 LGS와 연관이 있으며, 유

전 변이는 주로 de novo이다.53 다양한 염색체 이상이나 복제수 

변이가 LGS와 관련이 있으므로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는 필수

적이다. 특히 임상 소견이나 영상검사에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다양한 차세대 시퀀싱 접근 방식(이상적으로는 전장엑솜분

석 또는 뇌전증 유전자 패널)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기저 병인

을 시사하는 구조적 뇌질환을 동반한 경우에도 유전자 검사를 시

행해야 한다. 신경대사질환을 동반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어 영상

검사 또는 유전자 검사상 뚜렷한 이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대

사 검사를 고려해야 한다. 

3) 수면 활성 극서파 발달/뇌전증 뇌병증(developmental/epileptic 

encephalopathy with spike-and-wave activation in sleep) 

인지, 언어, 행동, 운동 발달 퇴행의 다양한 조합과 함께 수면 중 

뚜렷한 극서파가 활성화되는 특징을 가진 뇌전증 증후군이다. 

수면 활성 극서파 뇌전증 뇌병증(epileptic encephalopathy with 

spike-and-wave activation in sleep, EE-SWAS)는 정상 발달과 

함께 비 렘(non-rapid eye movement, N-REM) 수면기에 느린 

극서파(1.5–2 Hz)가 관찰되는 경우이며, 수면 활성 극서파 발

달/뇌전증 뇌병증(developmental EE-SWAS, DEE-SWAS)는 이

미 신경발달 증후군이 동반된 상태에서 지속적인 인지, 언어, 행

동, 운동의 장애와 더불어 수면 시 극서파 활성이 동반되는 상태

를 뜻한다. 과거 서파 수면 시의 지속적 극서파를 동반한 뇌전증

(epileptic encephalopathy with continuous spike-and-wave in 

sleep)과 비정형 양성 부분 뇌전증(pseudo-Lennox syndrome)라
고 불리던 경우를 대체하는 증후군이다. Landau-Kleffner 증후

군은 EE-SWAS의 하위 유형으로 후천적 실어증을 동반한 언어 

지연이 특징이다. 

전체 뇌전증의 0.5%–0.6%를 차지하며, 호발 연령은 4–5세이

나 2–12세까지 발병할 수 있다. 발작 발생 이후 1–2년 내 수면 

시 지속되는 극서파가 뇌파에서 확인되며, 이때 인지 및 행동의 

정체 또는 퇴행이 동반될 수 있다. 성비는 동일하며 주산기 및 출

생력은 대부분 정상이다. 선천성 혹은 후천성 구조적 뇌병변이 

있을 시 발병 위험이 증가하므로 뇌 자기공명영상검사가 추천된

다. 신경학적 진찰이나 발달은 정상일 수 있으나 동반된 뇌의 구

조적 병변에 따른 이상 소견이 나타날 수 있다. 진단에 필수적인 

발작 유형은 없으며 기저 병인에 따라 발작의 유형은 달라진다. 

뿐만 아니라 임상적인 발작이 없는 환자에서도 EE-SWAS와 

DEE-SWAS가 발생하기도 한다. 증후군의 초기 시기인 2–5세 

경에는 대부분의 환자에서 발작은 빈번하지 않으며 약물로 조절

된다.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국소 운동 발작과 양측 강직간대발작

이 동반된다. 다양한 유형의 발작으로 이행되면서 발작은 전형적

으로 악화된다. 이 시기 나타나는 경련으로는 국소 발작, 전형적 

혹은 비정형적 소발작, 무긴장발작, 음성 근간대발작을 동반하는 

국소 운동 발작 등이 있다. 

수면 뇌파가 진단에 필수적이다. DEE-SWAS 및 EE-SWAS와 

연관된 뇌파 패턴은 수면 시 전기적 뇌전증지속상태(electrical 
status epilepticus in sleep, ESES)이다. 역사적으로 ESES는 거의 

지속적인 뇌전증모양 활동(epileptiform activity)이 서파 수면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정의하지만, 그보다 적은 비율도 

인지 및 행동의 퇴행과 연관될 수 있다. EE-SWAS는 정상 발달 

환자에서 느린(1.5–2 Hz) 극서파 복합체가 N-REM기에 뚜렷하

게 활성화되며, 이 특징은 N-REM 2기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

다. 정상 수면 구조는 관찰되지 않고 수면 시 지속되는 서파는 전

반적으로 발생하나 부분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이러한 뇌전

증모양 활동은 렘(rapid eye movement) 수면 때 소실되거나 약화

된다. 각성 시에는 국소 또는 전반적인 서파와 함께 국소 및 다초

점 극파가 확인되나, 정상인 경우도 있다. 50% 정도의 환자에서 

발작의 가족력이 있으며,54 연관된 주요 유전 변이로는 GRIN2A
가 있다.3 뇌 구조적 병변이 있더라도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발작

은 호전되며, 수면 시 지속되는 서파도 사춘기 경 호전된다. 인지 

및 행동장애도 뇌파의 호전과 함께 개선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자에서 후유 장애가 동반되는데 약 절반 정도는 독립적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심한 장애를 겪게 된다. EE-SWAS와 

DEE-SWAS의 기간과 원인이 인지기능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예후 인자이다. 인지기능과 관련하여 불량한 예후는 증상이 2년 

이상 지속되거나, 발작 및 뇌파 이상이 어린 나이에 발생하는 경

우이다. 조기 진단으로 치료가 빨리 시작되는 경우 장기 예후는 

개선될 수 있으나, 일부에서 발작 및 뇌파 이상이 호전되어도 장

애가 잔존하여 발병 후 수 개월에서 최대 7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 

4) 열 감염 관련 뇌전증 증후군(febrile infection-related epilepsy 

syndrome)

FIRES는 반복되는 난치성 국소 발작이 동반되는 급성 뇌염으로 

학령기에 발생하는 예후가 불량한 뇌전증 뇌병증이다. 백만 명

당 1명의 비율로 추산되며, 평균 8세 전후인 학령기 소아에서 발

병할 수 있고 2세에서 17세까지도 발병할 수 있다.55 2세 이하의 

발병은 매우 드물며 남아에서 약간 우세하게 나타나고, 주산기 

및 발달력은 정상이다. 대부분 발작 발생 24시간에서 2주 이전 

상기도 감염 또는 위장관 감염이 선행된 이력이 있으며, 발작 발

생 시점에 발열이 지속 또는 호전될 수 있다. 약물 투여에도 발

작은 지속되어 뇌병증이 진행되며 일시적인 Todd 마비가 관찰

될 수 있다. 국소 또는 다초점 발작이 진단에 필수적이며, 이러

한 국소 발작이 양측 강직간대발작으로 이행하기도 한다. 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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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작 증상은 안구 편위와 반측 안면 연축이다. 발작은 24시간 이

상 지속되는 초난치성 뇌전증지속상태(super-refractory status 
epilepticus)로 급격하게 악화된다.

뇌파의 배경파는 서파와 다초점성 이상을 동반한다. 전두엽 및 

중심부에 1–3 Hz의 delta 활동에서 15–18 Hz의 beta파형이 혼합

되어 나타나는 돌발성 extreme delta brush가 반복적으로 나타나

며, 발작 조절을 위한 진정 약물 투여 시 변형될 수 있다. 진단을 

위해 비디오 뇌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경우 처음 며칠부터 

몇 주까지 발작이 지속되며, 다초점 무증상 발작 및 임상 발작이 

반복하여 나타난다. 발작 시에는 10 Hz 이상의 저중강도 진폭의 

국소 파형이 규칙적 극파 또는 극서파로 나타나며, 한쪽 반구에

서 시작되어 반대쪽 반구로 넘어가 지속될 수 있다. 급성기에 뇌 

자기공명영상검사는 정상을 보이나 1/3에서는 양측 측두엽, 기

저핵, 시상 부위의 T2 조영증강이 관찰된다. 만성기에는 다양한 

정도의 전반적인 대뇌 위축이 관찰되며, 주로 측두엽, 기저핵, 뇌

실주위 백질, 해마, 대뇌피질 등에서 뚜렷하게 관찰된다.56 뇌척

수액검사가 감염 질환을 배제하기 위해 필요하다. 뇌척수액 성상 

분석상 대부분 정상이나 경미한 백혈구 증가가 관찰될 수 있다. 

그 외 뇌척수액 내 단백질, 젖산 수치는 정상이며, oligoclonal 
band는 음성이다. 관련된 특정 항체는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

으나 Th1 chemokines (CXCL9, CXCL10) 등이 뇌척수액 내에

서 뚜렷하게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으며, interleukin-1 receptor 
antagonist의 기능적 결함으로 인한 과도한 신경면역반응이라 보

고된 바 있다.57,58 

예후는 대체로 불량하다. 급성기에는 발작이 1–12주까지 지속

될 수 있어 경과 악화 및 사망률이 뚜렷해진다. 패혈증과 같은 합

병증 혹은 조절되지 않는 뇌전증지속상태로 인해 급성기의 사망

률은 약 10%에 육박한다. 급성기를 지나 생존한 경우 만성기에

는 약물저항성 다초점 발작과 다양한 범위의 인지기능장애 또는 

학습장애가 남게 된다. 어린 나이에 발병하거나 약물로 인해 돌

발파억제 혼수(burst-suppression coma) 상태가 장기간 유지되는 

경우 예후는 불량하다. 생존한 경우 주의력 및 공격성 관련 행동 

문제 및 운동장애 등이 관찰될 수 있다. 관련된 특이 유전 변이와 

발작에 대한 가족력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5) 편측발작-편마비-뇌전증 증후군(hemiconvulsion-hemiplegia- 

epilepsy syndrome) 

HHE는 영아기 또는 초기 소아기에 발병하는 국소 운동 발작 지

속상태로, 4세 이전 열성질환과 관련된 국소 간대발작 지속상태

로 시작한다. 지난 30년간 의료설비가 잘 구축된 국가에서 뇌전

증지속상태를 위한 집중적인 치료를 개시하며 발생률은 뚜렷하

게 감소하였다. 성별의 비는 큰 차이가 없고 주산기 및 발달력은 

정상이다. 4세 이전에 발생한 열성경련 지속상태 이후 지속적 편

측마비가 동반되는 경우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 간대성 열성경련 

지속상태로 증상이 시작되며, 국소 발작 이후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발작 없이 지내다 이후 점차 국소경련 및 국소 또는 양측 강

직간대발작이 관찰되며 약물에 저항을 나타낸다. 발작은 단독으

로 측두엽에 국한될 수 있으나 외측두엽 부위 또는 다초점 부위

로도 나타날 수 있다. 발작 시 뇌파에서 2–3 Hz의 규칙적 서파가 

편측에서 시작하여 양측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10 Hz로도 관찰

된다. 배경파는 발병 시 정상이나 만성기를 지나며 발작파와 함

께 점차 느려지고 편측 반구에 뚜렷하게 관찰된다. 

뇌 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는 편측 반구에 뚜렷이 나타나는 피

질하백질 또는 전반적인 T2 조영증강이 확인되며, 부종은 종양

효과를 나타내 뇌탈출을 야기할 수 있다. 편측반구에 N-ace-
tyl-aspartate와 젖산의 증가가 핵자기공명분광법(nuclear mag-
netic resonance spectroscopy)에서 관찰되기도 한다. 뇌전증지속

상태가 8–15일 가량 지속되는 경우, 세포 독성 부종이 감소하며 

전반적인 위축은 호전되나 뇌 용량의 감소가 확인되며, 1개월 이

후에는 대뇌반구 위축이 뚜렷이 확인된다. 해마 경화는 흔하게 

동반될 수 있다. 유전 및 대사, 면역질환에 대한 검사는 정상이

다. 대부분의 환자가 영구적인 운동장애를 가지나, 20%에서 경

미한 운동장애 또는 완전 호전될 수도 있다.56 증상 호전 2개월 

이내에 실어증이 1/4에서 나타나며 지속될 수 있다. 뇌전증지속

상태 발생 3년 이내에 85%가 국소 발작을 보이며, 만성기에 발

생하는 국소 발작은 약물에 저항을 나타내므로 대뇌반구절제술

(hemispherectomy)을 고려할 수 있다. 다양한 정도의 인지기능

장애가 흔히 동반된다.59 

결론 

특정 뇌전증 증후군으로 분류하고, 그에 적합한 진단 근거를 찾

는 과정은 치료와 예후를 예측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특히 병력 

및 발작 유형과 뇌파 분석은 보다 정확한 진단에 접근하여 장기 

예후를 예측하고, 분류에 맞는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연령에 따라 자연호전되는 뇌전증으로 분류되는 

경우, 불필요한 항경련제 투여 및 침습적 또는 고비용 검사를 피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발작 양상을 표현하는 용어 대부분을 

2017년 분류 체계에 따라 기술하였으나, 기존의 양성(benign) 

또는 특발성(idiopathic) 국소 뇌전증 대신 자연호전 국소 뇌전증

(SeLFEs)으로 수정하여 이 질환군들의 자연경과 및 임상적 표현

형을 반영하였다. 또한 이전 서파 수면 시의 지속적 극서파를 동

반한 뇌전증, 수면 시 전기적 뇌전증지속상태, Landau-Kleffner 
증후군 등을 인지의 퇴행과 특징적인 뇌파 패턴의 두 가지 필수

적 요소로 구성된 DEE-SWAS와 EE-SWAS로 대체하여 보다 

단순하게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본 종설은 소아 뇌전증 환아를 

돌보는 의료 전문인과 가족들이 다양한 뇌전증의 분류에 대하여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앞으로 보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추가 연구들을 통해 본 보고

서에서 제시된 뇌전증 증후군의 정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전장엑

솜분석 기법을 포함한 분자생물학적 기법의 도입으로, ILAE에

서 수년에 걸쳐 진행한 뇌전증의 정의 및 분류는 추가 유전 변이

의 정보가 점차 더해지며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 볼 수 있다. 추

후 관련 원인과 특정 뇌전증 증후군을 연결하고 규명하려는 노력

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특정 병인과 관련된 임상 진단을 보다 

조기에 가능케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치료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Supplementary material

Supplementary Fig. 1. can be found via https://doi.org/10. 
35615/epilia.2023.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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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diopathic generalized epilepsies (IGEs) have historically included the syndromes of childhood 
absence epilepsy, juvenile absence epilepsy, juvenile myoclonic epilepsy, and epilepsy with general-
ized tonic-clonic seizures alone.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provide updated diagnostic criteria for 
the four syndromes of IGEs determined by the expert consensus opinion of the International 
League Against Epilepsy’s Task Force on Nosology and Definitions (2017–2021). The IGEs have 
polygenic inheritance, with or without environmental factors. Development is typically normal. Sei-
zure types include one or a combination of the following: absence, myoclonic, tonic-clonic, and my-
oclonic-tonic-clonic seizures. Electroencephalography shows generalized 2.5 to 5.5-Hz spike-waves, 
which may be activated by hyperventilation or photic stimulation. 

Keywords: Seizures; Childhood absence epilepsy; Juvenile absence epilepsy; Juvenile myoclonic 
epilepsy; generalized tonic-clonic seizures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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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발전신뇌전증 증후군 
문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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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Neurology, Soonchunhyang University Bucheon Hospital, Bucheon, Korea

Review article

소개 

전통적으로 특발전신뇌전증(idiopathic generalized epilepsies, IGEs)
에는 소아기소발작뇌전증(childhood absence epilepsy, CAE), 청소

년소발작뇌전증(juvenile absence epilepsy, JAE), 청소년근간대뇌전

증(juvenile myoclonic epilepsy, JME), 전신강직간대발작 단독 뇌전

증(epilepsy with generalized tonic-clonic seizures alone, GTCA)

이 포함된다. 새로운 질병분류와 정의에 대한 세계뇌전증퇴치연

맹(International League Against Epilepsy, ILAE) 대책위원회

(Task Force on Nosology and Definitions)는 2022년 6월 Epilep-
sia 학술지(volume 63)에 새로운 뇌전증 증후군의 정의에 관한 

네 편의 성명서1-4 중 한 편1을 IGE의 임상양상, 진단기준, 예후 

및 최신 지견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하였는데, 본 종설에서는 이

를 요약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2017년 ILAE는 ‘특발(idiopathic)’이라는 단어의 모호성을 지

적하며, ‘특발전신뇌전증’이라는 용어 대신 ‘유전전신뇌전증(ge-
netic generalized epilepsies, GGEs)’이라는 용어를 제안하였으나, 

GGE 중 가장 흔하고 정상 배경 뇌파에 2.5–6 Hz의 generalized 

spike-wave 혹은 polyspike-wave discharge라는 유사한 뇌파 소

견을 가지면서 비교적 예후가 좋으며, 뇌전증성 뇌병증(epileptic 
encephalopathy)으로 이행하지 않고 상호간에 임상적 겹침(over-
lap)이 가능할 뿐 아니라 종종 한 증후군에서 다른 증후군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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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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기도 하는 네 가지 증후군, 즉 CAE, JAE, JME, GTCA만을 

IGE로 묶어 GGE의 하위 그룹으로 남겨두었다.

1. 임상적 특성 

CAE, JAE, JME, GTCA의 임상적 특성을 Supplementaty Table 1
에 제시하였다.  

2. 역학

IGE는 전체 뇌전증의 15%–20%를 차지하는 흔한 뇌전증 증후

군이다.5 처음 진단된 소아·청소년 뇌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인구집단 기반 연구에 따르면, 전체의 23%–43%가 전반성 뇌전

증이며,6 이들 중 절반 정도가 네 가지 IGE에 포함된다고 한다.7 

IGE는 3–25세에 발병하는 것이 전형적이나, 예외적으로 드물게 

40세경 발생하는 경우도 보고된 바 있다. 개인에 따라 항뇌전증 

약제에 대한 반응은 차이가 있겠으나, 대개의 IGE는 약물에 대

한 반응이 좋은 편으로 약 80%에서 좋은 효과를 보인다. 전신강

직간대발작(generalized tonic-clonic seizures, GTCS) 에는 발프

로산이 가장 효과적이나, 가임기 여성에서는 태아의 주기형 형

성 부작용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다.8 카바마제핀, 옥스카바제

핀, 에슬리카바제핀, 페니토인을 비롯한 나트륨 채널 차단제와 

티아가빈, 비가바트린 등 가바 작용 약제는 종종 소발작(absence 
seizure)과 근간대발작(myoclonic seizure)을 악화시킨다. 각각의 

IGE는 관해율과 관해 시기에 차이가 있으며, 종종 하나의 증후군

에서 다른 증후군으로 이행하기도 한다. 

3. 발작의 종류

IGE는 다음의 발작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조합을 경험한다: 소

발작, 근간대발작, GTCS, 그리고 근간대-강직-간대발작(myoc-
lonic-tonic-clonic seizure).

GTCS와 시작 부분에서 국소적이거나 비대칭적인 증상을 보

일 수 있으며, 근간대발작 역시 국소적이거나 비대칭적으로 나타

날 수 있다. 그러나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는 매 발작마다 바뀌는 

경향이 있다. 광과민성(photosensitivity)은 IGE 중 일부 환자에

서 나타난다. 이외의 발작(전신강직발작, 무긴장발작, 근간대-무

긴장발작, 부분발작, 뇌전증 연축)이 있는 경우 IGE로 진단하지 

않는다. 

4. 뇌파

뇌파는 전형적으로 2.5–5.5 Hz의 전반극서파복합체(generalized 

spike wave discharges)를 보인다. 졸릴 때, 수면 중, 기상 시에 잘 

나타난다. 수면 중에는 이러한 discharge가 분절되어 국소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같은 부위에 나타나지는 않으며, 

국소 서파를 동반하지 않는다. 광발작 반응(photoparoxysmal re-
sponse)은 치료받지 않은 JME 환자에서 가장 흔히 관찰되며, 

CAE, JAE에서도 나타난다. 광과민성은 IGE뿐만 아니라 다른 

뇌전증성 뇌병증 및 후두엽 뇌전증에서도 관찰되므로 주의한다. 

과호흡은 전반극서파복합체를 유발한다. 적절한 항발작 약의 사

용으로 이러한 뇌파 이상은 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행하

는 뇌파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하여 IGE 진단을 배제할 수 없

으며, 수면 박탈 후 검사를 수행하거나, 긴 시간 뇌파를 검사하

는 것이 진단에 도움된다. 배경 뇌파는 대개 정상이다. 

5. 동반 질환

기분장애, 불안, 주의력결핍과다활동장애, 학습장애 등이 종종 

보고되나, 이의 빈도와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하

다. 발작 자체나 유전적 요인에 의한 뇌의 발달 요인, 잦은 발작

간기 뇌파 이상, 구조적 뇌의 변화, 항발작 약제의 영향, 뇌전증

의 낙인 효과 등 다양한 요소가 관여될 것으로 생각된다.

6. 유전 

IGE는 복잡한 유전 성향을 따른다. 이는 다유전적(polygenic) 특
성 및 동반된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9 

극히 일부분의 IGE 환자군에서 단일 유전자에 의한 경우가 보

고된 바 있으나, 이 경우에도 불완전한 침투율(penetrance)을 보

이거나, de novo 변이인 경우여서, IGE 환자에서 가족력이 전혀 

없는 경우가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비해 훨씬 흔하다. 즉 ‘genet-
ic’의 의미는 ‘유전되는’의 의미라기보다는 ‘유전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겠다. 

소아기소발작뇌전증(childhood absence 
epilepsy) 

CAE는 정상 발달 소아에게서 소발작이 매일 반복하여 나타나

는 증후군이다. 소발작은 과호흡에 의해 유발될 수 있고, 대개 

몰아서 여러 번 반복되는(clustering) 경향을 보인다. 발달 및 인

지는 정상이나 드물게 주의력결핍과다활동장애가 동반될 수 있

다. 60%는 소아기에 관해에 도달하고 진단 2년 이내, 혹은 초기 

청소년기에 관해된다. 

연간 10만 명당 6.3–8명의 어린이에서 발병하며, 학령기 뇌전

증 환자의 18%를 차지한다. 전형적으로 4–10세에 발병하고, 10
세 이후의 환아에서 발병할 경우 CAE와 JAE의 감별이 중요하다. 

CAE와 JAE는 소발작 빈도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CAE에서 더

욱 자주 발생하여 매일 또는 하루에도 수 차례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뇌파 소견도 CAE와 JAE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된다. CAE
는 여아에게서 좀 더 흔하며(60%–70%), 4세 이하에서 소발작이 

관찰된다면 glucose transporter 1 deficiency disorder가 10%에서 

진단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10 근간대발작은 CAE에서는 나타

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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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작간기 뇌파에서 배경 뇌파는 정상이나, 후두부의 간헐적 율

동성 델타 활동(occipital intermittent rhythmic delta activity, 

OIRDA)이 약 20%–30%에서 관찰된다.11 2.5–4 Hz 전반극서파

복합체가 관찰되며, 수면 중에는 이것이 분절되어 국소적으로 관

찰될 수 있다. 그러나 국소적으로 분절된 뇌전증 양파가 한 영역

에 국한되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CAE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발작기에는 전형적인 규칙적 3 Hz 전반극서파복합체가 발

작 시작 1초 이내에 시작된다. 2.5 Hz 이하의 느린 극서파복합체

는 CAE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뇌영상검사는 대개 정상이다. 발작이 약물에 반응하지 않거나 

뇌파상 국소 서파가 지속될 때에는 뇌영상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

고한다.

CAE의 진단을 위해 유전자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보통의 진단

과정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4세 이하에 소발작이 시작된 경우이

면서, 지적 장애, 운동질환, 약물 불응성, 발작의 가족력 등이 있

다면 SLC2A1 testing을 권고한다. 

청소년소발작뇌전증(juvenile absence 
epilepsy)  

JAE는 소아·청소년기 뇌전증 신환의 2.4%–3.1%를 차지하여7 

CAE보다는 덜 드문 뇌전증 증후군이다. 그러나 소발작이 종종 

간과되기 쉽기 때문에 과소 진단되고 있을 수 있다. 

9–13세 사이 발병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20세까지도 발생 보고

가 있다. 10세 이전에 발병하는 경우는 JAE와 CAE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으나 발작의 빈도, 뇌파 소견 등으로 구분한

다. JAE에서 발작 빈도는 더 낮고, OIRDA는 JAE에서는 나타나

지 않으며, 전반극서파복합체의 주기(frequency)는 더 빠르고 형

태는 더 불규칙적이다. 

발달이나 인지는 정상이며, 대개는 약물이 잘 듣는 편이다. 

JAE에는 에쏘썩시마이드(ethosuximide)를 일차 치료약제로 추천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CAE에 비해 GTCS가 동반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90% 이상).12 소발작이 가장 대표적인 발작이

나 CAE와 비교하여 발작 중 의식 저하의 정도가 덜하고 발작 중

에도 일부는 반응을 보일 수 있어 증상을 간과하기 쉽다. 약 20%

에서 소발작뇌전증 중첩 상태(absence status epilepticus)가 발생

한다.13 근간대발작은 발생하지 않는다. 

발작간기의 배경 뇌파는 정상이며, 3–4 Hz의 전반극서파복합

체가 나타난다. 과호흡에 의해 약 87%에서 소발작이 유발되며, 

약 1/4에서 간헐적 광자극에 의해 발작파가 유발될 수 있으나, 

2.5 Hz 이하의 느린 전반극서파복합체는 나타나지 않는다. 소발

작의 발작기에는 3–5.5 Hz의 전반극서파복합체가 발작 시작 1초 

이내에 나타난다.

유전 양상은 복잡하며, 다유전자 유전 경향을 따른다. 지적장

애나 약물불응성 같은 비전형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유전자검

사를 추천한다. 

청소년근간대뇌전증(juvenile myoclonic 
epilepsy) 

JME는 청소년 및 성인기에 발병하는 IGE 중 가장 흔하여 유병

률이 만 명당 1–3명에 이르고, 전체 뇌전증의 약 9.3%를 차지한

다.14 전형적인 발병 연령은 10–24세이며, 여성에서 조금 더 흔

하다. 5%–15%는 CAE에서 JME로 이행된다.15 8세 이전에 근간

대발작이 시작되었다면 JME 이외의 진단을 고려한다. 대개 발달

이나 인지는 정상으로, 뇌전증 진단 후 점진적으로 인지기능의 

저하가 나타난다면 JME보다는 진행근간대뇌전증(progressive 
myoclonic epilepsy)을 의심해야 한다. JME 환자에서 불안장애나 

우울증의 동반 가능성이 일반인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몇몇 연구에서는 충동성의 문제도 보고된 바 있다.16 

JME 환자의 65%–92%는 항발작 약제에 대한 반응이 좋다.17 

흔한 발작 유발 요인은 수면 박탈이다. 근간대발작은 GTCS보다 

조절하기가 조금 더 어려운데, 카바마제핀, 옥스카바제핀, 페니

토인 등은 근간대발작과 소발작을 악화시킨다. 라모트리진도 일

부 환자에서 근간대발작을 악화시킬 수 있다. JME는 항발작 약

제 중단 후 78%의 환자에서 발작이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어18 일반적으로 평생 치료하는 질환으로 여겨진다. 

근간대발작이 진단에 필수적이다. 대개는 기상 후 한 시간 이

내에 발생하고 수면 박탈에 의해 유발된다. 환자들은 대개 근간

대발작을 발작으로 인지하지 못하다가 GTCS 이후에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근간대발작은 신체의 국소 영역에 국한되어 

나타날 수 있고, 하체에 나타날 경우 낙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간헐적 광자극이나 특정 행위에 의해 근간대발작이 유발될 수도 

있다. GTCS는 90% 이상에서 동반되며, GTCS 직전에 근간대발

작이 몰아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다. 역시 기상 직후나 수면 박

탈 시 잘 나타난다. 발작 시작 시점에서 고개가 한쪽으로 돌아가

는 것은 가능하며 특히 의식을 잃고 난 후에는 흔히 나타날 수 있

다(의식의 변화가 있기 전에 고개가 돌아가는 경우에는 국소뇌전

증의 가능성이 높다.) 소발작은 1/3에서 나타나며, 드물게 소발

작뇌전증 중첩 상태도 발생할 수 있다.

배경 뇌파가 정상이고 전반적인 서파는 GTCS 이후를 제외하

고는 보이지 않으며, 국소 서파는 보일 수 있으나 일관되게 한 곳

에서만 보인다면 국소뇌전증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발작간

기에 전형적으로 전반다극서파복합체가 나타나며 이는 불규칙적

인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고 각성 및 수면 뇌파에서 모두 관찰될 

수 있다. 수면 중에는 이러한 발작간기 뇌파가 분절되어 국소 부

위에서만 나타나는 경우도 가능한데(약 20%), 대개 전두엽 부위

에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고 한쪽에서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경



우는 드물다. 광발작 반응은 1/3에서 나타나고, 과호흡에 의해서 

전반다극서파복합체가 유발될 수 있다. 근간대발작은 전반다극

서파복합체와 움찔하는 증세가 동시에 나타나고, 소발작은 

3–3.5 Hz 전반(다)극서파복합체와 동시에 나타난다. GTCS는 발

작기 뇌파가 종종 움직임에 의한 잡파(artifact)로 가려지는 경우

가 흔한데, 전신에 힘이 들어가는 강직기(tonic stage)에는 전반적 

율동적인 극파가, 이후 움찔거리는 간대기(clonic stage)에는 움찔

거림과 동기적으로(synchronous) 극파에 뒤를 잇는 서파가 반복

되어 나타난다. 발작 후 시기에는 불규칙적인 전반 서파가 나타

난다.

JME의 뇌영상검사 소견은 정상이며, 일반적으로 기본 진단에 

유전자검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전신강직간대발작 단독 뇌전증(epilepsy 
with generalized tonic-clonic seizures 
alone) 

이 증후군은 ‘epilepsy with grand mal seizures on awakening’으

로 불리기도 하며, 비교적 흔한 IGE이다. 역학 연구는 많이 이루

어지지 않았으나, 한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에 발병한 모든 

IGE의 약 1/3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9 

10–25세에 발병하며, 성별 차이는 없다. 발작은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편이고 대개는 1년에 한 번 혹은 그 이하이다. 수면 박

탈, 피로, 술에 의해 발작이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며, 대개는 약

물에 잘 반응한다. 자연경과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대개 치료는 평생 지속하는 경우가 많다. 

GTCS가 유일한 발작 양상으로 대개 기상 후 2시간 이내에 발

생하나, 다른 시간대에도 나타날 수는 있다. 소발작, 근간대발작 

등 다른 양상의 발작이 나타나면 다른 진단을 고려한다.

배경 뇌파는 정상이며, 발작간기에 3–5.5 Hz의 전반극서파복

합체 혹은 다극서파복합체가 나타난다. 수면 박탈, 광자극이 진

단에 도움을 준다. 발작기 뇌파는 JME의 GTCS의 서술과 동일

하다. 뇌영상검사는 정상이며, 약물 반응이 떨어지거나 뇌파상 

국소 서파가 지속될 때 반드시 시행하도록 한다.  

결론

임상 치료현장에서 정확한 진단, 불필요한 검사의 방지, 최적의 

항발작 약제의 선택, 그리고 예후에 대한 안내를 위해 IGE를 정

확히 분류하고 인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이는 임상 

연구나 항발작 약제 임상 시험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ILAE 대책

위원회에서는 이번 보고를 통해 GGE에서 IGE를 구분하고, 

IGE를 비교적 명확한 네 개의 증후군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

다. 향후 이 정의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검증되고 새롭게 정의될 

필요가 있겠다.

Supplementary material

Supplementary Table 1 can be found via https://doi.org/10. 

35615/epilia.2023.00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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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기록한다. 실험 방법이 주안점인 경우 재현 가능하도록 구

체적으로 기술한다. 기계 및 약품의 경우 괄호 안에 제조 회사, 

도시 및 국적을 기입한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연구기

관의 임상시험 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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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ements)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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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Results)

연구 결과를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나열하고, 실측치에 변동이 

많은 생물학적 계측에서는 통계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표를 사

용할 경우 본문에 표의 내용을 중복 기술할 필요는 없으며, 다

만 중요한 경향과 요점은 간략히 기술한다.

(5) 고찰(Discussion)

연구 결과에 대해 다른 연관 자료와 비교 분석하면서 고찰한

다. 연구 결과의 내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결론과 연구의 

목적을 연관시킨다. 새롭고 중요한 관찰을 강조하며, 결과의 

내용을 중복 기술하지 않는다. 관찰한 소견의 의미 및 한계점

을 기술한다.

(6) 감사의 글(Acknowledgment)

본 연구에 기여하였으나 공동저자로의 기준에 맞지 않은 사람

에 대한 감사의 글을 넣을 수 있다. 연구 기여자의 구체적인 역

할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여야 하며(예를 들면, 자료 수집, 재정

적 보조, 통계 처리, 실험 분석 등), 저자는 당사자에게 감사의 

글에 이름을 기재한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사전에 동의를 받아

야 한다. 해당 내용이 없으면 ‘없음’으로 적는다.

(7) 이해 충돌(Conflict of interest)

저자는 원고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정 지원이나 논문에 

대한 이해 관계에 충돌이 있다면 이를 명시한다. 해당 내용이 

없으면 ‘없음’으로 적는다.

(8) 저자 기여도(Author contributions)

각 저자들이 본 연구에 기여한 바를 명시하며 영문으로 기술한

다. 저자의 기여 항목별로 핵심적인 기여를 한 저자의 영문 이

니셜을 명시한다. 저자의 기여 항목 예시는 다음과 같다: 

Conceptualization, Data curation, Formal analysis, 

Funding acquisition, Investigation, Methodology, Proj-

ect administration, Resources, Software, Supervision, 

Validation, Visualization, Writing–original draft, and 

Writing–review & editing.

(9) 참고문헌(References)

참고문헌은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 양식’의 

밴쿠버 표기 양식(Vancouver style)을 따라야 한다.

- 국내 문헌을 포함한 모든 문헌은 영문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인용한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 번

호와 함께 기록하고 본문에는 어깨번호를 붙여야 한다.

- 한 곳의 인용할 참고문헌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빈 여백 없

이 콤마(,)로 문헌번호를 구분하고, 3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

이픈(-)을 사용한다(예: 3-5 또는 3-5,7).

- 6인 이하 저자인 경우는 전원을 기록하며, 7인 이상인 경우

는 최초 3인 후에 “et al.”로 끝맺는다.

- 학술지명의 표기는 Index Medicus의 공인 약어를 사용하

고, 이탤릭체를 사용한다.

- 출판하지 않은 자료는 참고문헌에 기술할 수 없으며, 부득이 

인용하고자 하는 경우 본문에 괄호하고 “(홍길동, 개인적 의

견 교환)” 혹은 “(홍길동, 미출간 데이터)”와 같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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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어야 하며, 출판 예정인 저널 또는 단행본의 이름을 기

술한다.

다음의 예제를 참고한다.

<정기 학술지의 논문>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연도;권수: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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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 based upon 20 case records. J Korean Neurol 

Assoc 1985;3:24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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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ct of reducing interns’ work hours on serious 

medical errors in intensive care units. N Engl J Med 

2004;351:1838-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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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oten GF. Early morning dystonia in Parkinson’s 

disease. Neurology 1998;51:28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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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nogenicity and occupational lung cancer. En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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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행본>

저자명. 도서명. 발행판수. 발행지: 발행사, 연도;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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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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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행본 내의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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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발행사, 연도;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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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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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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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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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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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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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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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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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표(Table)

표는 개별 파일로 제출한다. 표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기

록한다. 제목은 절 혹은 구의 형태로 표 상단에 기술하고, 첫 

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설명은 표 하단에 문장의 형태로 기

술한다. 표의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지 않고도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독자적인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본문에서 인용할 때, 

‘Table’이라는 표식 뒤에 한 칸을 띄고 본문 인용 순서대로 아

라비아 숫자 번호를 사용한다. 분량은 4줄 이상의 데이터를 포

함하며 1쪽을 넘지 않는다. 약어 사용 시 해당 표의 하단에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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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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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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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면서 설명한다.

4) 그림 또는 사진(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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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at). 사진 또는 그림의 설명은 영문으로 기록한다. 제목은 

절 혹은 구의 형태로 영문으로 기술하고, 첫 자를 대문자로 표

기한다. 설명은 그림 아래에 문장의 형태로 기술한다. 그림 또

는 사진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지 않고도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독자적인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본문에서 인용할 때, 

‘Fig.’라는 표식 뒤에 한 칸을 띄고 본문 인용 순서대로 아라비

아 숫자 번호를 사용한다. 동일 번호의 사진이나 그림이 2개 이

상인 경우, 아라비아 숫자 이후에 알파벳 글자를 기입하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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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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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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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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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을 바꾸면서 설명한다. 저자가 천연색 게재를 원하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출판 전에 알리며, 그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논문 심사 과정(Review Process)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은 접수한 원고를 먼저 심사하며, 다

음과 같은 경우에 심의 없이 저자에게 반송할 수 있다: (1) 본 

잡지의 성격과 연관이 없는 원고, (2) 투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

은 원고, (3) 본 잡지의 학문적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원

고. 편집위원회는 접수한 원고를 2명의 심사위원에게 의뢰하

여 심의를 받은 후, 게재 적합성에 대하여 최종 판정한다. 필요

한 경우, 제3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심사자는 저자 정보를 

알 수 없다.

교정쇄(Proofreading)

저자는 출판사로부터 교정쇄를 받으면, 저자는 주의 깊게 오타

나 원고와 잘못된 부분을 살펴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때 

이루어진 원고의 변화로 인해 마지막 수정본과 그 의미가 달라

지지 않아야 한다. 교정쇄는 저자에 의해 교정되어야 하며 최

종적으로 편집인이 확인한 후 출판한다.

편집위원회는 내용이 변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구 수정을 할 

수 있다.

원고 제출(Sub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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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ail.com)로 워드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원고 투고 및 문의처>

대한임상뇌전증연구학회

주소: (42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35 (신당

동,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2층 신경과 뇌영상분석실)

전화: +82-53-258-4376

팩스: +82-53-258-4380

전자우편: epilia.journal@gmail.com

<규정의 발효>

1) 본 규정은 2019년 0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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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임상뇌전증연구학회(에필리아)의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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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unity)’에 투고 또는 발표하는 논문에 대해서 투고자 

또는 발표자, 그리고 대한임상뇌전증연구학회원들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 부정 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

며 준수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2조(적용대상)

‘에필리아: 뇌전증과 사회’에 투고되는 모든 원고, 출판물, 투

고자, 대한임상뇌전증연구학회의 발표자와 발표물.

제3조(위반행위)

1)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

는 위조

2)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

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

하는 변조

3)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

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

4)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

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

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

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

시’ 행위

5) 타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를 

본 학회지에 투고, 게재하거나 본 학회지에 투고 중인 원고

를 타 학술지에 임의로 전재하는 중복 게재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

난 행위

제4조(윤리규정의 준수)

논문 투고자는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논문의 투고 신청시 

표지 윤리규정 서약서 양식 ‘연구윤리규정 준수’란에 반드시 

서명,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윤리위원회)

연구윤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한임상뇌전증

연구학회 내에 윤리위원회를 둔다.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4

인의 윤리위원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한다.

제6조(윤리규정 심의)

연구윤리 위반 사항에 대한 제보가 있으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신속히 소집하여 적절한 조사와 심의 후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7조(위반에 대한 처리)

1. 제보자에 대한 처리

1) 연구규정 위반에 대한 제보는 본 학회의 회원 및 비회원 누

구나 가능하다.

2) 제보는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

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의 제보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

명의 제보라도 위원회에서 그 내용과 증거가 구체적이라고 

판단되면 조사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위원회는 제보자의 소속 신원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

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한다.

4) 허위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제보자는 제보 이후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

여 본 학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수 있으며 본 학회는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2. 피조사자에 대한 처리

1)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조사자가 서

면, 혹은 출석 해명 등을 통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

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2) 심의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

Publication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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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3.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처리

1) 윤리위원회에서 확정될 경우 그 처리 결과를 학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에 관한 기록은 본 학회에 보관한다. 보관 기간

은 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이사회는 연구규정 위반자의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회원 

자격 정지, 혹은 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며 향후 위반자

의 본 학회지 투고 자격을 결정한다.

제8조

기타 위배되는 상황에 대한 심사 및 처리 절차는 대한의학학술

지편집인협의회에서 제정한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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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bo_id=7)에 따른다.

www.jepil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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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제목

국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영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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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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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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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경우에는 본 논문이 심사되지 않고 반송될 수 있습니다.

[연구윤리 규정 Ethical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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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이양 Copyright Transfer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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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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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갈등 Conflict of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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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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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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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Copyright transfer agreement

성명

                                                                                                                                                      

                                                                                                                                                      

                                                                                                                                                      

                                                                                                                                                      

                                                                                                                                                      

                                                                                                                                                      

서명

                                                                                                                                                      

                                                                                                                                                      

                                                                                                                                                      

                                                                                                                                                      

                                                                                                                                                      

                                                                                                                                                      

날짜

                                                                                                                                                      

                                                                                                                                                      

                                                                                                                                                      

                                                                                                                                                      

                                                                                                                                                      

                                                                                                                                                      

저자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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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utine EEG
▪ Portable EEG
▪ ICU Monitoring EEG
▪ Ambulatory EEG

▪ Wireless EEG
▪ Sleep PSG
▪ 64 – 512Ch HD EEG
▪ Research

NATUS XLTEK EEG/EMU/PSG
▪ Small and Light, Compact Design
▪ 128 / 256 Referential & 16 Differential Channels
▪ Max. 16,000Hz Sampling Rate for Research
▪ Sleep Study (PSG, 16Ch DC & Pulse Oximeter)
▪ Digital Switch Matrix for Functional Brain 

Mapping with Cortical Stimulator Interface
▪ 8Ch Digital Trigger Input available for ERP 

Research
▪ Base Unit compatible with Wireless / 

Ambulatory (Max. 30 mins)
▪ USB and Ethernet connection
▪ Dual Stream Recording for fast clinical review
▪ Ambulatory HD Video Recording

BESA Research Software

- Source Analysis & Imaging, Coherence, Time-Frequency Analysis
- MRI, Statistics, Epilepsy, Stimulator, Averaging, ERP, QEEG

㈜㈜영우메디텍 TEL: 02-557-6578
EMAIL: info@youngwoom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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