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신경 자극법 (Vagal Nerve Stimulation)
미주 신경 자극법은 원래 1960 년대에 실험실 동물의 뇌파검사에 대한 결과를 얻기 위해 등장했다.
1990 년대에 열 살이 넘는 난치성 간질 환자 16 명을 대상으로 한 첫 연구가 출간되었다.
미주 신경 자극법이 어떻게 작용하나?
작용하나
미주 신경 자극법이 어떻게 발작을 줄이는지는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다. 몇몇 이론이 있지만 정확한
작용 원리는 이해되지 않았다. 절차는 왼쪽 가슴의 피부 밑에 배터리 발전기를 놓고, 전선으로
발전기와 작은 접속부가 둘러 싸는 목의 미주 신경을 연결하는 것을 포함한다.
신경외과 의사, 혈관 외과의사 그리고 이비인후과 의사가 미주 신경 자극기를 시술할 수 있다.
발전기는 막대에 부착된 노트북/포켓용 컴퓨터로 프로그램될 수 있다. 자극 한도는 달라진다. 저자극
한도는 30 초 작동하고 5 분 꺼지는 자극기에 이용된다. 하지만, 30 초 작동 3 분 꺼짐으로 또는 7 초
작동 20 초 꺼짐(빠른 주기)으로 프로그램 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신경과 전문의는 자극기를 30 초
작동 3 내지 5 분 꺼짐으로 프로그램 했다가 1 년 뒤에 효과가 없으면 빠른 주기, 즉 7 초 작동 20 초
꺼짐으로 바꾸는 경향이 있다. 자극의 강도는 부작용 없이 발작 조절에 향상을 이루는 수준까지 서서히
증가된다.
미주 신경 자극기는 발작 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환자가 벨트나 손목에 부착한 자석을 발작
중에 발전기 위롤 문지르면 미리 설정된 자석전류를 방출한다. 환자들 중 절반은 자석이 발작 시간을
단축시키거나 멈추는 것을 알아챈다.
현현 발발발 수수수 8~12 년년년. 발발발발 수수수 자자 주발주 자자년 유유유유 발전전 따따 달따달년.
환환 선선
미주 신경 자극법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의학적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발작 특히 부분 발작의 부차적
요법으로 승인되었다. 환자 절반이 발작 빈도의 50% 감소를 체험한다. 미주 신경 자극법으로 발작이
멈추는 환자는 거의 없다.
미주 신신 자자자수 일일일일일 환자발 발발발 일적적 항신항항일 조조유유조 실실실 때 고고고년.
간간 수수일 발발 조조발 개개 가가가년 높수 환자따환 간간 수수년 미주 신신 자자자 보년 개선고년.
미미 신신 환자자자 부부부
미주 신경 자극법은 신체에 놓여지는 이질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있다. 감염이 심해서
장치의 제거가 필요할 수도 있다. 또한 무감각과 출혈과 관련된 위험이 있다. 이는 환자가 출혈 경향을
바꾸는 발프로산 같은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특히 그렇다.
쉰 목소리나 음성 변화, 코 막힘, 구토와 메스꺼움을 환자들이 보고했다. 자극기를 목에 심을 때 미주
신경이나 미주 신경에 가까운 혈관을 손상시킬 약간의 위험이 있다.

미주 신경 자극법과 MRI
자발자수자자(MRI)전 노노노환 미주 신신 자자발주 미주신신년 뜨뜨뜨뜨고 년유 신신 조조전 손손발
가가가년고 믿믿달년. MRI 머머 촬촬수 폐폐 머머 코일 시시시발 써써 해해 고년고 권자고년. MRI
촬촬발 유유 방방개 발전발유 환자가 미주 신신 자자발자 유고 있년유 것발 알고 부손발 잠현일 위위발
줄년발 위해 노노유유 것년 매매 중중유년.
비비 미 어어에에 미미 신신 환자자 치치치 하하?
비비 Children’s Hospital 과 밴밴밴 항제제 선시호호발 간간 클머클전 미주 신신 자자자 프일프프년
있년.
2008 년 12 월 배포 승인
BC

간질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해 모든 프로그램과 서비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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