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간질성비간질성비간질성비간질성 발작발작발작발작 (Non-Epileptic Seizures) 

 

발작은 넓게 간질성과 비간질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간질성 발작(ES)은 근육 경련, 몸 떨기, 씰룩거림, 

쓰러짐, 초점 상실과 우두커니 응시와 같은 이상한 행동을 일으키는 뇌 안의 갑작스럽고 조절되지 않는 

전기 방전의 변화를 동반하는 기관의 질병이다. 
 

비간질성 발작(NES)은 발작 행동과 비슷한 이상한 행동이 일어나는 경우이나 뇌의 비정상적 전기 

방전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는 갑작스런 혈압 저하나 체액이나 화학물질의 불균형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나 종종 심리적 원인 때문이다. 심인성 NES는 난치성 발작 센터로 보내진 환자 5명 중 1명 

꼴이다. 

 

진단진단진단진단 

비간질성 발작은 치료 가능한 심리적 질병이다. 비간질성 발작의 오진은 불필요한 항경련제를 복용케 

해 NES를 악화시키고 학습이나 업무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간질성 발작과 비간질성 발작은 

가정의가 보기에도 같아 보이지만, 이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 적당한 검사를 하는 것이 경험 있는 

의사에게 중요하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검사는 비디오 뇌파 검사로 발작이 어떤 기관에 관련된 것도 

아님을 밝힐 수 있다. 

 

비간질성비간질성비간질성비간질성 발작의발작의발작의발작의 원인원인원인원인 

개인이 누적된 영향을 자각하지 못하지만 대개 삶의 스트레스나 정신적 외상이 비간질성 발작을 

유발할 수 있다. 스트레스의 근원적인 영향이 개인의 안전을 위협할 때, 발작은 근심을 드러낼 통로를 

열어줌으로써 근심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누적된 스트레스 요인은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삶의 

변화일 수 있다. 흔한 스트레스 요인은 친척/친구, 애완동물의 죽음, 우정과 연인관계의 곤경, 가족간 

중대한 대립, 학교/직장 변경, 학대, 놀림이나 학습 장애이다.  

 

NES는 가짜가 아니기 때문에 ‘가짜 발작’이란 용어는 이 상태를 가리키기 위해 써서는 안 된다. 발작인 

척하는 사람은 다른 심리적 진단이 있고 다른 치료가 필요하다. 

 

평가와평가와평가와평가와 치료치료치료치료 

평가 과정은 협동작업, 시간과 인내를 요한다. NES 진단과정에서 신경과 전문의는 ES가 아님을 

밝히고, 심리학자는 철저한 병력과 심리적 검사로 심리적 스트레스 요인을 찾아낸다. ES와 NES가 

공존할 확률이 10~40%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적절히 두 질병을 같이 이해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사가의사가의사가의사가 어떻게어떻게어떻게어떻게 도울도울도울도울 수수수수 있나있나있나있나 

환자가 사전 지식이 없이 NES라는 진단을 받으면 환자의 근심은 고조된다. 정신신체 질환 그리고 

심리적 스트레스 요인과 신체적 고통 사이의 관계에 대해 환자와 가족을 교육하는 것이 공포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환자에게 바른 진단을 알리는 것이 치료의 절반이다. 심리학자에게 의뢰하는 

것이 의료 관계자들이 환자를 방치하거나 증상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환자가 

이해하도록 도움으로써 의사는 이행을 쉽게 하고 치료과정에 최대한 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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