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신결신결신결신 발작발작발작발작  (Absence Epilepsy) 

 

결신결신결신결신 발작이란발작이란발작이란발작이란 무엇인가무엇인가무엇인가무엇인가? 
 

어린이 간질 환자의 약 1/20이 결신 발작을 한다. 거의 항상 발작을 제외하면 정상적인 어린이에게 

생긴다. 가장 흔한 나이는 4~10세이지만 이보다 일찍 또는 나중에도 시작될 수 있다. 결신 발작이 있는 

어린이의 90 % 이상이 10 대 중반까지는 결신 발작을 하지 않게 된다. 
 

결신 발작을 하는 어린이의 약 1/3이 가족 중에 열성 경련이나 간질을 앓은 사람이 있다. 그러나 

가족력이 없어도 간질 유전자가 결신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간질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대부분의 

아이에게 생의 짧은 기간 동안만 발작을 일으키기 때문에 거의 모든 어린이가 결신 발작을 멈추게 된다. 
 

결신결신결신결신 발작은발작은발작은발작은 어떻게어떻게어떻게어떻게 보이나보이나보이나보이나?  
 

뇌 속의 전기 방전 때문에 의식의 짧은 소멸이나 활동 정지가 일어난다. 또한 눈꺼풀을 깜빡이거나 

손이나 입술을 조금씩 움직일 수도 있다. 전조가 없고 발작 후 바로 정상상태로 돌아온다. 발작은 대개 

수 초간 지속되지만 때로는 30 초나 그 이상 가기도 한다. 대개 매일 여러 차례 일어난다. 
 

아이들은 교사나 부모가 말을 걸 때 종종 백일몽을 꾸거나 딴 곳을 쳐다본다. 부모나 교사는 이 아이가 

결신 발작 (과거에는 소발작)을 하는지 흔히 걱정한다. 이런 아이들 대부분은 발작 중에 건드리면 

반응한다. 아이가 건드려도 반응하지 않으면 결신 발작일 가능성이 크고, 뇌파검사를 받아야 한다. 
 

어떻게어떻게어떻게어떻게 진단하나진단하나진단하나진단하나?  
 

결신 발작을 하는 10세 미만의 거의 모든 치료받지 않은 아이들은 뇌파 검사로 일반화된 뾰족파 

방전을 보인다. 결신 발작이 있으나 치료받지 않은 더 나이든 아이들이 뇌파검사에서 간질파 방전이 

보이지 않는 것은 매우 드물다.  
 

정상적인 사람들도 뇌파검사에서 흔히 비정상으로 보인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잠깐 

동안의 응시와 뇌파검사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일반화된 뾰족파 양상 둘 다 있어야 결신 발작으로 

진단된다. 
 

사람이 결신 발작의 전형적인 임상적 특성과 뇌파 검사에서 특징적 변화를 보이면 CT나 MRI 촬영은 

대개 필요하지 않다. 
 

결신결신결신결신 발작을발작을발작을발작을 어떻게어떻게어떻게어떻게 치료하나치료하나치료하나치료하나? 
 

결신 발작은 단지 가벼운 의식의 소멸만 보여서 부모나 교사가 처음에 이를 알아채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발작이 매우 가볍고 짧을지라도 발작 동안 의식이 미약해 부모나 교사의 말을 놓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아이들은 학교나 집에서 보다 큰 곤란을 겪는다. 덧붙여서 치료받지 않은 결신 

발작이 있는 어린이는 사고를 더 당하기 쉽다. 이런 이유로 항경련제로 치료하는 것이 대개 권장된다.  
 

결신 발작이 있는 어린이의 90%는 항경련제로 발작이 조절될 수 있다. 많은 의사들이 1~2 년간 발작이 

없을 때까지 치료 받기를 권장한다. 2 년 뒤에 뇌파검사에서 여전히 빈번한 간질파가 보이면 아이가 2 

년간 발작이 없었어도 약물 중단 시 발작을 더 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와/나 가족은 

위험과 혜택에 대해 의사와 논의한 뒤에 치료를 계속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모든 아이와 가족은 발작 예방조치를 따라야 한다(비씨 간질협회의 응급처치 포스터나 정보지를 보라). 
 

결신결신결신결신 발작발작발작발작 환자에게환자에게환자에게환자에게 무슨무슨무슨무슨 일이일이일이일이 생기나생기나생기나생기나?  
 

어린이들은 때로 발작 시작 6 개월 뒤에 결신 발작을 하는 경향이 없어지지만 대개는 1~3년이 걸린다. 

결신 발작이 있는 어린이의 90 % 이상이 10 대 중반까지 발작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결신 발작이 있는 사람은 어느 땐가 전신 강직 간대 발작(대발작이라고도 함)을 할 

위험이 10~20 %이다. 이는 대개 십대나 이십대에 일어나지만 더 일찍 일어날 수도 있다. 강직 간대 

발작이 일어나면 대개 항경련제로 조절될 수 있다.  
 

결신 발작 치료가 중단된 뒤에 한 뇌파검사가 강직 간대 발작이 일어날 위험을 추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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