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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간질 발생의 장기적 위험에 대해 추정하기 위해 열발작 후 24년의 추적기간(median) 동안 코호트 인구를 

추적 관찰하였다. 

방법: The National General Practice Study of Epilepsy는 1980년부터 첫 발작으로 추정되는 1,195명의 인구

를 대상으로 대규모의 전향적 지역조사를 하였고, 이들 중 220명(18%)은 열발작이었다. 이후의 간질을 5년 간격

으로 95%의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s, CIs)으로 표준화 발병률(standardized incidence ratios, SIRs)을 

계산하였다.

결과: 전체 코호트의 평균 추적 관찰 기간인 21.6년(SD 6.0)으로 하여 181명(83%)에서 추적 관찰한 정보를 얻었

다. 이 중 175명(97%)은 앞선 5년간 발작이 없었고 171명(94%)은 발작이 없어서 항간질제를 중단하였다. 6퍼센

트에서 간질이 발생하였으나, 코호트에서 전체 추적 관찰 기간 동안 간질 발생 위험도는 일반 인구의 10배 가량

(SIR 9.7, 95% CI 5.7~16.4)으로 나타났다. SIR은 0세에서 14세 사이 그룹에서 뚜렷하게 증가하였으나 15세에서 

19세 사이 그룹에서는 증가하지 않았다(SIR 4.5, 95% CI 0.6~32.1).

결론: 열발작 후 간질의 발생 위험도는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장기간

에 걸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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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발작이 있는 소아에서 간질의 위험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1 이것은 해마경화증이 있는 내측 

측두엽간질(mesial temporal lobe epilepsy)과 장기간의 열발작 병력과의 관계에 어느 정도 기인한다.2 

1959년에서 1966년 사이 태어난 약 54,000명의 아기들을 대상으로 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인 National 
Collaborative Perinatal Project (NCCP)에서는, 단순 열발작이 있던 1%의 환아에서 7세까지 간질이 발생하

였다.3 US Oakland 연구에서는 1960년부터 태어난 18,500명의 소아를 추적 관찰하였고, 열발작을 했던 소아

들 중 약 3%에 해당하는 254명 비열발작이 발생하였다.4 UK National Cohort Study (1970)에서는 열발작이 

있는 382명의 소아 중 9명(2%)에서 간질이 발생하였다.5 
열발작에 대한 16개의 연구를 검토한 결과, 적어도 한 번의 비열발작이 발생할 위험이 0.25~33%로 나타

났다.6 이 연구들에서 4,160명의 열발작이 있던 소아에서 241명에서 비열발작이 발생하였고 전체 유병률은 

5.8%로 나타났다. 인구 기반 연구에서 열발작 이후 간질 발생(한 번 이상의 비열발작)의 위험도는 2%에서 

7% 사이로 보고되었다. 
전향적 코호트 연구인 National General Practice Study of Epilepsy (NGPSE)에서 12년 동안의 추적 관찰

에서 열발작이 있던 소아에서 간질이 발생하는 비율이 6%라고 보고하였다.7 우리는 누적 발생률은 시간에 

따라 증가하지만 새로운 간질의 발생은 시간에 따라 감소할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다. 우리는 이 코호트에서 

12년간의 추적 관찰 기간 동안 간질의 예후에 관해 보고하는 바이다.

방   법

1. 참가자

  NGPSE의 디자인과 방법론에 대해서는 기존에 보고된 바가 있다.8 요약하면, 영국 전역에 걸쳐 275명의 

가족주치의가 신생아 발작을 제외한 새로운 발작으로 의심되는 모든 사람을 연구진에게 보고하도록 하였

다. 1984년 6월부터 1987년 10월 사이 1,195명이 새로이 발작(또는 발작의 가능성이 있는)으로 이 연구에 

등록되었다. 지표 발작(index seizure)은 개인의 가족주치의가 간질성 발작을 의심하고 연구에 등록하는 것

으로 하였고 이것은 꼭 첫 번째 발작일 필요는 없다고 규정하였다. 가족주치의는 속발하는 발작의 결과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서를 완성하여 정보를 제공하였다. The UK National Health Service system은 가족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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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통해 등록된 각 개인의 소재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필요하다면 질문서를 반복해서 보내

고, 많은 의사들은 전화로 직접 접촉하였다.

2. 분류

The International League Against Epilepsy는 열

발작을 “1개월 이상의 소아에서 중추신경계 감염

과 연관되지 않은 열성 질환과 연관되어 나타나며 

선행된 신생아 발작이나 유발요인이 없는 발작, 그
리고 다른 급성 증상성 발작이 없는 발작”9으로 정

의하였다. 지표 발작 발생 6개월 후에 진단적 검토 

패널(두 명의 신경과 의사와 한 명의 소아과 의사

로 구성)이 모든 등록된 사례들을 그 사건에 대해 

상세한 목격자와 임상 경과, 그리고 검사들(EEG, 
신경영상, 그리고 담당 병원 의사의 임상적 평가)
이 포함된 동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사용하여 검토

하였다. 
총 220명의 소아가 열발작만 있는 것으로 분류되었

다. 열발작이 있었던 소아는 모집 기간의 끝 무렵부터 

처음 2년간 추적 관찰하였고 추가적으로 1997~1998년7

까지 추적 관찰하였으며 현재 2009~2010까지 추적 

관찰 중이다.  

3. 윤리적 승인

The National Research Ethics Committee는 코호

트의 2007년 11월 현재의 추적 관찰을 승인하였다

(REC Reference 07/H0720/160).

4. 통계적 분석

우리는 생존분석을 Cox proportional hazard re-
gression을 이용하여 지표 열발작이 있는 사람과 없

는 사람에서 첫 번째 열발작과 간질이 발생하는 확

률을 시간을 재발에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95% 신
뢰구간(confidence intervals, CIs)으로 위험도

(hazard ratios, HRs)를 계산하였다. British National 
Child Development Study cohort10에서 보고한 발

작의 연령별 특수 발생률(23세에 한 것과 같은 비

율을 24~30세에 적용하여)을 현재 코호트의 추정 

발생률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우리는 5년 

기간 간격으로 전체에 대해 속발하는 간질의 발생

에 대해서 Poisson distribution과 two-tailed sig-
nificance tests에 기반한 SIRs와 95% CIs을 이용한 

인년법을 사용하여 95%의 신뢰구간에서 표준화 

발병률(standardized incidence ratios, SIRs)을 계산

하였다. 우리는 이 분석을 1975년부터 1984년까지11

의 기간 동안 미국에서 간질의 연령별 특수 발생률

을 분석하기 위해 반복하였다. 
 

결   과

열발작이 있는 220명의 소아(60% 남아)에서 219
명이 2009년 10월까지 생존하였다. 열발작만 있던 

한 명이 초기 청소년기에 자살하였다.12 2009년에

서 2010년까지 남은 219명 중 181명(83%)을 전체 

코호트에 대한 평균 추적 관찰 기간인 21.6년(SD 
6.0년) (median follow-up 24 years, range 0.6~25.9 
years) 동안 추적 관찰하였다. 189명(220명의 소아 

중 86%)이 지표 열발작이 첫 발작이었고, 26명
(12%)은 선행된 열발작이 한 번 있었으며 5명(2%)
은 두 번의 선행된 열발작이 있었다. 2/3 이상(149명
[68%])에서 지표 열발작 이후 더 이상의 발작은 없

었고, 56명(25%)은 추적 관찰 중 1~5회의 추가적

인 발작이 있었다. 4명은 6~10회의 발작이 더 발생

하였고 한 명은 11~15회의 발작이 더 발생하였으

며, 10명(5%)에서 20회 이상의 발작이 있었다. 한 

차례의 복합 열발작이 있었던 한 명에서 16년 후에 

야간 경련 발작이 발생하였다. 
지표 열발작 발생 5년 후 212명(96%)에서 추적 

관찰한 정보를 얻었다. 이 중 145명(68%)에서 5년
의 기간 동안 더 이상의 발작은 없었으며 57명
(27%)에서 1~5회의 발작이 발생하였고, 3명에서 

6~10회의 발작이, 1명에서 11~15회의 발작이, 6명
에서 20회 이상의 발작이 발생하였다. 

20년 이상 추적 관찰한 181명 중에서 175명
(97%)에서 앞선 5년간 발작이 발생하지 않았고, 
171명(94%)이 발작 없으며 AEDs를 중단하였다. 
발작의 재발이 있었던 환자에서, 지표 발작에서 재

발까지의 기간은 평균 1.1년(SD 2.1 years, median 
0.6 years, range 1 day~16 years)으로 나타났다. 남자

(87%)가 여자(76%)보다 20년의 추적 관찰이 완료

된 경우가 많았다(χ2=4.6, df=1, p=0.03). 추적 관찰

의 완료 여부(χ2=1.2, df=1, p=0.28)나 지표 발작 이

후 5년 동안 발작의 재발 여부와 관계없이 지표 발

작 시 연령에는 차이가 없었다(p=0.6).
지표 열발작이 첫 번째 열발작이 아닌 아이들에 

있어 발작의 재발 위험도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HR 1.76, 95% CI 0.98~3.2) (Figure 1).
전체에서 17명(7.7%)이 비열발작이었고, 이들 

중에서 14명(6.4%)이 두 번 이상의 비열발작(간질) 
(Table에 요약)을 경험하였다. 두 번째 비열발작이 발

생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5.7년(SD 4.3년) 
(median 4.4 years; range 1.0~16.9 years) (Figure 2)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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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간질이 발생한 14명 중 13명(92.9%)을 장기간 

추적 관찰하였다. 가능한 코호트에 대해 보험 계리

학을 이용하여 지표 열발작 발생 20년 후 간질의 

발생이 6.7% (95% CI 4~11%) 정도 되는 것을 추

산하였다.
전체적으로, UK birth cohort study10에 의한 연

령별 특수 발생률을 이용하여 추산한 결과 전체 추

적 관찰 기간 동안 코호트에서 간질의 발생 위험도

가 일반 인구의 10배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SIR 
9.7%, 95% CI 5.7~16.4). 코호트의 0~4세 연령 집

단에서 간질의 SIR은 14.2 (95% CI 5.9~34.2)로 나

타났고 5~9세 사이 연령 집단에서는 16.3 (95% CI 
7.3~36.2)으로 나타났다. 10~14세 연령 집단에서 

SIR은 7.2 (95% CI 1.8~28.7)로 나타났고, 15~19세 

연령 집단에서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SIR 4.5, 
95% CI 0.6~32.1). UK birth cohort study 대신 US 
cohort11의 인구 발생 자료를 이용하면 전체 SIR의 

추정치는 9.7 (5.7~16.4)과 비교 시 대략 6.5 (95% 
CI 3.9~11.0)에 가깝다; 두 개의 코호트에서 개별 

연령군에서 95% CIs의 추정치는 상당히 겹치는데, 
예를 들면 15~19세 연령 군에서 두 개의 추정치는 

각각 4.5 (0.6~32.1)와 2.5 (0.4~17.9)이다.

고   찰

다른 보고에서 밝힌 바13와 유사하게 전체적으로 

열발작이 있는 32%의 소아에서 어떤 종류의 발작

이라도 재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열발작이 있

는 소아는 간질(반복적인 유발 요인이 없는 발작)
의 발생 위험 또한 증가한다. 전향적 지역사회 기

반의 연구에서 추적 관찰 기간6에 따라 2%에서 

7%까지 위험도가 보고되었고; 이는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한 24세11의 1.2%에 비하여 높다. 이러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의 대다수가 가지는 주된 문제

점은 추적 관찰 기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NCPP3, 
7년; Oakland Study4, 5년) 이후에 간질이 발생하는 

것을 놓친다는 것이다. 장기간의 연구에서 모든 대

상에서 추적 관찰을 완료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

다. 비록 이 연구에서 83%에서만 추적 관찰이 완

료되었지만 연구 마지막까지 추적 관찰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서 초기 추적 관찰 기간 동안의 

간질의 변수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 연구에서 지표 열발작 발생 20년 후 간질 발

생의 비율은 6.7% (95% CI 4~11%)로 추산되었고, 
3명에서는 단순 비열발작이 있었는데 이 비율은 다

른 장기간의 연구들14,15과 비교할 만하다. 이 비율은 

이전에 수행된7 메타 분석으로 예측한 5.4%보다 미

미하게 높은 수치이다. 기존에 보고된 분석에서 12
명의 소아(6%)에서 추적 관찰 기간의 중앙값인 

11.2년 후에 간질이 발생하였고, 2명은 한 차례의 

비열발작성 사건(이 중 한 명은 두 번의 발작이 24
시간 이내)이 있었다.7 가장 최근 추적 관찰에서, 2
명 이상에서 간질이 발생하였고, 다른 사람은 한 

번의 간질 발작이 있었다. 간질이 발생한 사람과 

한 차례의 발작이 발생한 사람은 이전 분석의 추적 

관찰 중 발생하였으나 당시에는 이러한 정보가 이

용 불가능하였다.7 그 결과, 추가적인 10년의 추적

괄찰 기간 동안 한 명에서만 간질이 발생하였다. 
마지막 분석에서 4회 이상의 열발작의 병력만이 속

발하는 간질 발생의 위험을 유의하게 높이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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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odds ratio 9.4, 95% CI 1.5~5.7, 
p=0.015).7

Danish study에서 간질이 새로 발생할 위험은 열

발작이 발생한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그 비율은 열발작 발생 후 첫 3
개월은 26배로 높았으나 8년 후에는 3배로 감소하

였다. 그러나 20년의 추적 관찰 기간에 걸쳐 발생 

위험은 유의하게 증가된 상태로 남아있다. 15~19
세 사이 연령 군에서는 간질의 발생이 더 이상 유

의하게 증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10년
에서 19년의 관찰과 일치했다; 수가 적지만 열발작

이 있는 한 명에서만 간질이 발생한 것은 이 연령 

군의 SIR에 기여하였다. 이로 인해 이 기간의 발생

률은 대조군에 비해 상승되어 있으나 결론을 내리

기에는 수가 너무 적다. 
열발작과 이후의 간질이 발생하는 관계에 대한 

가능한 이유가 세 가지 제기되어 왔다15: 1) 열발작

이 간질의 첫 징후이다; 2) 발작 감수성에 대한 연

령 특이 표지자이다; 3) 오래 지속되는 열발작은 뇌

에 손상을 주며 이는 간질 발생의 잠재성을 가지게 

한다. 우리의 자료와 다른 연구들은 대부분의 열발

작이 간질의 첫 징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의 견해는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이유에 가깝

다; 열발작이 있는 사람은 발작에 있어 내재된 감

수성이 있거나 지속되는 열발작은 소수에서 뇌손

상을 유발할 것이다. 
특정한 민족적 배경과 지역은 열발작의 발생 위

험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며 이것은 아마도 유전적

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미래의 코호트 연구들은 

인종별(ethnic groups)로 분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16 그러므로 인종이 다른 소아들은 장기적

인 간질의 발생 비율이 다르다는 것이 사실일 것이

다. 이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들이 다른 장기간의 

연구들에서 확인된다면 열발작이 있는 소아를 두

어 불안한 부모를 상담할 때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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