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pilepsy, which is a chronic neurological condition characterized by recurrent seizures, affects ap-
proximately 50 million people of all ages worldwide. Epidemiological studies provide useful data 
both for primary prevention and for setting public health and health care priorities, as well as fur-
nishing information on measures that can be taken for early detection and treatment. However, only 
a few epidemiological studies of epilepsy have been conducted in Korea. In this review, those studies 
and related issues regarding epidemiological research on epilepsy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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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뇌전증은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발작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계 질

환이다. 뇌전증 역학 연구가 세계적으로 많이 수행되었으나, 국

내에서는 저자 등이 참여하여 수행한 대한뇌전증학회 역학 연구

가 현재까지는 유일하다. 본 종설에서는 뇌전증 역학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고, 뇌전증 역학 연구에서 다른 질환과 달리 고려

해야 할 점들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뇌전증 역학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결론을 맺는다.

뇌전증 역학의 일반적 특징 

뇌전증은 성별의 차이 없이 신생아부터 초고령 노인까지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서 발병하며, 지역에 상관없이 세계적으로 고루 

분포하는 역학적 특징을 보인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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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뇌전증(active epilepsy)은 조사 시점에서 5년 이내에 발

작이 한 번 이상 있거나 항경련제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를 의미

한다. 해결 뇌전증(resolved epilepsy)은 10년 이상 발작이 없으

면서 5년 이상 약을 중단한 경우나, 연령 의존성 뇌전증 증후군

이 증상 발현 나이가 지난 경우이다. 뇌전증의 평생 유병률(life-
time prevalence)은 인구 1,000명당 7.6명(95% 신뢰구간: 6.17–
9.38)으로, 이는 활동 뇌전증과 해결 뇌전증을 모두 포함한다.

활동 뇌전증의 시점 유병률(point prevalence)은 인구 1,000명당

6.38명(95% 신뢰구간: 5.57–7.30)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5천만

명 정도가 뇌전증을 앓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2 뇌전증의 발생

률은 인구 10만 인년(person-year)당 61.4명이다(95% 신뢰구간:

50.7–74.4). 유병률과 마찬가지로 중·저소득 국가에서 고소득

국가보다 발생률이 높다(139.0 vs. 48.9). 급성 증후성 발작의 발

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9–39명 정도이다.3 

뇌전증의 유병률과 발생률은 성별, 연령별, 그리고 지역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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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이 유사하다. 유병률과 발생률은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약

간 우세하나 통계적 차이는 없다. 연령별로는 어린 연령대와 고

령에서 가장 높다. 발작 유형으로는 국소 발작이 우세하며, 국소 

의식장애 발작이 전체의 36% 정도로 가장 많은 유형이다. 유병

률과 발생률은 지역별 차이보다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고소득 국가(5.49, 95% 신뢰구간: 4.16–7.26)보다

중·저소득 국가(6.68, 95% 신뢰구간: 5.45–8.10)에서 유병률이

높다. 국가별 유병률의 차이는 위험인자, 인구학적 요인, 치료 

격차(treatment gap), 그리고 조사 방법에서의 차이 등에 기인하

는 것으로 생각된다.2 뇌전증 증후군 혹은 유형은 역학 연구에서 

자세히 규명하기가 어려워 데이터가 매우 제한적이다. 1980년

대에 수행된 미국 미네소타주 연구에서는 특발성 혹은 증후성 

국소 뇌전증이 35% 정도로 가장 많은 뇌전증 유형이었다.4 

2016년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aganization)에서 조

사한 뇌전증의 질병 부담은 1,300만 DALY (disability-adjusted
life year; 질병, 장애 및 조기 사망으로 상실하는 년수)로, 모든

질병 부담에서 약 0.5%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고되었다. 소아와

청년층, 그리고 저소득 국가에서 질병 부담이 높게 나타난다. 연

령 표준화 DALY는 여성은 인구 10만 명당 182.6, 남성은 201.2
로 나타났다.5 뇌전증 환자의 표준화 사망비(standardized mor-
tality ratio)는 1.3–7.2로 일반인에 비해 사망률이 높다.6 

뇌전증 역학 연구에서의 고려할 점 

역학 연구는 질병의 예방, 조기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고, 더 나아가 공공 보건의료 정책 및 사회경제 정책 수립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임상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

요하다. 역학 연구에는 질병의 규모(유병률, 발생률, 사망률 등), 

인구사회학적 특징, 위험인자,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결과(증상

의 빈도, 중증도, 장애, 비용 등) 등이 포함된다.7 

역학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정확한 진단 혹은 환자 확인

(case ascertainment)이다. 정확한 환자 확인을 위해서는 증상이

나 검사 소견이 동질적이어야 하고, 진단 기준과 진단적 지표가 

명확하여 진단 과정이 단순해야 한다. 뇌전증의 개념적 정의

(conceptual definition)는 비정상적으로 발화하는 신경세포의 활

동에 의한 발작 증상이나 징후이다.8 그러나 이런 개념적 정의는 

실제 임상이나 역학 조사에서 사용하기 어렵다. 뇌전증의 조작

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는 1) 비유발 발작이 2회 이상 반

복되는 경우와 2) 한 번의 발작이라도 향후 재발 위험이 높은 경

우, 그리고 3) 뇌전증 증후군인 경우이다. 조작적 정의 2, 3번은

뇌파, 뇌영상 혹은 유전자 검사 등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현장에

서 역학 조사에 이용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실제로 역학 

조사에서는 주로 조작적 정의 1번을 이용하게 된다. 그러나, 다

양한 비뇌전증 발작(non-epileptic seizure)이 뇌전증 발작(epi-

leptic seizure)과 유사하게 나타나며, 이를 환자의 기술이나 병력

청취만으로 감별하는 것은 제한이 있다. 증상을 환자가 기억하

지 못하거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도 많아 병력 청취에도 한계가 

있다.1 

뇌전증은 발작 증상과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이다. 뇌

전증의 표현형인 뇌전증 발작은 일부 특징적인 발작 유형을 제

외하면 발작 증상만으로는 기저 원인 파악이나 국지화가 어렵고 

분류 체계도 복잡하다. 정확한 발작의 기술은 비디오-뇌파 검사

를 통해서만 가능하나, 이마저도 완전하지 못한 실정이다. 뇌전

증의 원인은 해마 경화, 국소피질 이형성, 뇌졸중, 뇌 외상, 뇌종

양 및 퇴행성질환 등 다양하며, 원인과 발작 증상이나 뇌전증 증

후군과의 연관성이 높지 않다. 마지막으로, 뇌전증 증후군을 분

류하기 위해서는 발작 양상 및 분류, 원인 병소나 질환, 약물에 

대한 반응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임상 정보들이 

부족할 경우에는 정확한 분류가 어려워진다. 다양한 이유로 인

하여 뇌전증에 대한 오진율이 30% 정도까지 보고되고 있다.9 따

라서, 뇌전증의 역학 연구에서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

계하고, 결과를 해석해야 한다.

질병이 있으나 여러 이유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치료하지 못

하는 것을 치료 괴리(treatment gap)라고 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수행된 연구들의 메타 분석에서, 뇌전증의 치료 괴리는 약 56%

정도이다.10 이 수치는 최근에 중국에서 보고된 58.5%와 거의 일

치한다.11 선진국의 경우 치료 괴리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생각하며, 미국에서 보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는 처음 

진단 후 3년까지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가 31.8% 정도 되었다.12

치료 괴리의 원인으로는, 경제적 문제, 사회문화적 측면, 전통 

치료 등 대체 치료제에 대한 선호도, 치료제나 의료진의 부족 등

을 들 수 있다.

국내 뇌전증 역학 연구 결과 

국내에서의 뇌전증 역학 자료가 없었으나, 뇌전증 역학의 중요

성을 인식한 대한뇌전증학회에서는 2007년 학회 산하에 역학위

원회를 신설하고 체계적인 역학 연구를 시작하였다.13 2012년에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한 유병률 및 비용 부담에 대한 보고

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2007년도 국민건강보험 자

료(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 모두)를 이용하

여 수행되었다. 뇌전증 환자는 뇌전증 혹은 발작(국제 질병분류 

코드 G40, G41, F803, R56) 진단 코드를 가지고 있고 항경련제

처방(2007년도 당시에 처방 가능한 약)을 받은 경우로 정의하였

다. 전체 유병률은 인구 1,000명당 2.41명으로, 이는 2007년 1
년을 기준으로 한 기간 유병률(period prevalence)이며, 활동 뇌

전증 환자만을 포함한 수치이다.14 연령별로는 10세 미만과 고령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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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률이 높았다.  

이 연구는 국내 최초의 뇌전증 유병률 자료로 의미가 있으나, 

결과 해석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질병 코

드에 대한 정확도가 검증되지 않았다. 주지하다시피, 국내 건강

보험 자료의 질병 코드는 보험료를 청구하기 위해 입력된 코드

로, 진단 코드의 정확성이 먼저 검증되어야 한다. 또한, 뇌전증은 

임상적으로 진단을 내리는 질환으로, 내재된 진단 오류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둘째, 항경련제를 처방받았지만 뇌전증 진단 

코드를 넣지 않았거나 누락된 환자는 포함되지 않은 점이다. 여

기에는 뇌전증이 일차 질환의 부증상으로 있는 경우나, 사회적 

차별이나 편견 등의 이유로 뇌전증 진단 코드를 꺼리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 셋째, 국가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은 환자들은 

제외된 점이다. 외상성 뇌 손상에 의한 뇌전증 환자들은 자동차 

보험 등 사보험에서 급여를 받기에 제외될 수 있으며, 군인이나 

경찰들은 2008년 이후에야 국가건강보험 체계에 편입이 되었기

에 이 연구에서는 제외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차별이나 편

견 등의 이유로 비보험으로 치료받거나 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

(즉, 치료 괴리 treatment gap)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점이다.

역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제한점들을 보완한 후속 연구를 진

행하였다. 연구는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심평원 

청구 코드에 대한 진단 정확도를 산출하기 위해, 의무기록 조사

를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서 전국의 의료기관을 지역별, 의료기

관 등급별로 층화하여 무작위 추출한 43개 의료기관을 선정하

였다. 잠재적 뇌전증 환자 중 1) 뇌전증 코드가 있으면서 항경련

제 치료를 받는 환자군 2,000여 명, 그리고 2) 항경련제 치료를

받지만 뇌전증 코드가 없는 환자군 4,000여 명을 무작위 추출하

였다. 사전에 교육을 받은 의무기록사들이 이 환자들의 의무기

록을 구조화된 설문지에 데이터를 채운 후, 뇌전증 전문의들이 

검토하여 최종 진단을 내렸다. 만일 진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에는, 패널 토의를 통하여 결정하였다.

의무기록사들의 의무기록 검토에 의한 정확도와 타당도는 사

전 연구를 통하여 검증하였다.15 의무기록 조사에 의해 산출된 

전체 양성예측도는 1)의 경우는 0.81, 2)의 경우는 0.07로 나타

났고, 성별, 연령별, 의료기관 등급별, 지역별로 각 층의 양성예

측도를 모두 산출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는 2009년 심평원 청구

자료를 대상으로 위 1), 2) 기준에 맞는 잠재 환자 집단을 추출하

였다. 마지막으로, 층화된 양성예측도를 투사하여 유병률을 구

하였다. 전체 유병률은 인구 1,000명당 3.84명이었고, 이는 당

시 인구수로 계산하였을 때 187,497명에 해당하였다(Fig. 1). 남

성(4.2명/1,000명)이 여성(3.47명/1,000명)보다 많았고, 15세

미만과 60세 이상에서 다른 연령에 비해 유병률이 높았다.16 

1단계에서 조사한 6,436명 환자의 임상 정보는 다음과 같다.

환자의 84%는 한 번 이상의 뇌파 검사를 받았고, 80%에서는 뇌

영상 검사(자기공명영상 혹은 컴퓨터 단층촬영)를 받았다. 뇌전

증 증후군으로는 국소 뇌전증이 78.1%를 차지하였으며, 전반 뇌

전증은 7.3%였다. 35%에서는 특별한 원인이 없었고, 18%에서

는 정보가 불충분하여 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다. 흔한 원인은 뇌 

외상, 뇌졸중, 중추신경계 감염, 그리고 해마경화증 순이었다.17 

이 연구도 건강보험자료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치료 괴리

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가 없어, 이에 대한 보정이 없는 것이 제

한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뇌전증의 치료 괴리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으나 대략 30–50% 사이의 치료 괴리율이 있지

않을까 추정해 본다. 또한 선진국 수준의 국내 의료 및 경제 수

준을 감안한다면, 뇌전증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일부 한의학 

치료에 대한 선호도가 아직도 높다는 점등이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치료 괴리율을 감안한다면, 국내 뇌전증 환자수

는 25만 명에서 36만 명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향후 좀더 정확

한 추정을 위해서는 치료 괴리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발생률에 대한 자료가 없는 실정으

로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뇌전증의 경제적 비용은 상당하다.14 2010년 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한 국내 뇌전증의 직접 및 간접 비용은 전체 의료비의 약 

0.64%를 차지하고, 국내총생산(GDP)의 0.05%를 차지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 간접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비용에서 

57%로 직접 비용보다 많은데, 이는 환자가 경제 활동을 충분히

하지 못하거나, 가족들이 추가로 부양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

을 반영하는 것이라 추측한다.18 

결론 

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한 국내 활동 뇌전증의 유병률은 인구 

1,000명당 3.84명으로 고소득 국가 수준이다. 그러나 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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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evalence of treated epilepsy according to age group and sex 
in Korea. Adapted from Lee et al.16 with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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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산출을 위해서는 치료 괴리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며, 뇌

전증의 발생률, 사망률, 그리고 치료 경로 및 패턴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다. 아직 뇌전증 지속상태에 대한 역학 연구는 전무한 

상태로, 이에 대한 연구도 시급한 실정이다. 

Notes 

Conflicts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
ported. 

Author contributions
All work was done by Jung KY.

Acknowledgements

None.

References 

1. Linehan C, Berg AT. Chapter 1. Epidemiologic aspects of epilep-
sy. In: Wyllie E, Gidal BE, Goodkin HP, Loddenkemper T, Sir-
ven JI. Wyllie’s treatment of epilepsy: principles and practice. 6th 
ed. Philadelphia, PA: Wolters Kluwer, 2015;47-61.

2. Fiest KM, Sauro KM, Wiebe S, et al. Prevalence and incidence of 
epilepsy: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international
studies. Neurology 2017;88:296-303. 

3. World Health Oraganization (WHO). Epilepsy: a public health 
imperative [Internet]. Geneva: WHO; 2019 [cited 2020 Feb 15]. 
Available from: http://www.who.int/mental_health/neurology/
epilepsy/report_2019/en/ 

4. Zarrelli MM, Beghi E, Rocca WA, Hauser WA. Incidence of epi-
leptic syndromes in Rochester, Minnesota: 1980-1984. Epilepsia 
1999;40:1708-1714. 

5. GBD 2016 Epilepsy Collaborators. Global, regional, and nation-
al burden of epilepsy, 1990-2016: a systematic analysis for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 2016. Lancet Neurol 2019; 
18:357-375. 

6. Moon HJ, Kim KT, Kang KW, Kim SY, Koo YS, Lee SY; Epide-
miology Committee of Korean Epilepsy Society. Epilepsy and
mortality. J Korean Neurol Assoc 2020;38:1-8. 

7. Thurman DJ, Beghi E, Begley CE, et al. Standards for epidemio-
logic studies and surveillance of epilepsy. Epilepsia 2011;52:2-
26. 

8. Fisher RS, Acevedo C, Arzimanoglou A, et al. ILAE official re-
port: a practical clinical definition of epilepsy. Epilepsia 2014;55: 
475-482. 

9. Chowdhury FA, Nashef L, Elwes RDC. Misdiagnosis in epilepsy: 
a review and recognition of diagnostic uncertainty. Eur J Neurol 
2008;15:1034-1042. 

10. Mbuba CK, Ngugi AK, Newton CR, Carter JA. The epilepsy
treatment gap in developing countries: a systematic review of the 
magnitude, causes, and intervention strategies. Epilepsia
2008;49:1491-1503. 

11. Ding X, Zheng Y, Guo Y, et al. Active epilepsy prevalence, the
treatment gap, and treatment gap risk profile in eastern China: A 
population-based study. Epilepsy Behav 2018;78:20-24. 

12. Faught E, Helmers S, Thurman D, Kim H, Kalilani L. Patient
characteristics and treatment patterns in patients with newly di-
agnosed epilepsy: a US database analysis. Epilepsy Behav 2018; 
85:37-44. 

13. Epidemiological Committee of Korean Epilepsy Society. Epide-
miologicalstudy of seizure and epilepsy using national database-
for Korean epilepsy patients (ESSENCE) [Internet]. Seoul: Ko-
rean Epilepsy Society; 2012 [cited 2020 Feb 15]. Available from 
http://www.kes.or.kr/sub03/sub04_06.html

14. Lee SY, Jung KY, Lee IK, et al. Prevalence of treated epilepsy in
Korea based on 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 J Korean Med Sci 
2012;27:285-290. 

15. Kang BS, Cheong H, Jung K, et al.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characterizing epilepsy based on an external review of medical
records. Epidemiol Health 2013;35:e2013006. 

16. Lee SY, Chung SE, Kim DW, et al. Estimating the prevalence of 
treated epilepsy using administrative health data and its validity: 
ESSENCE Study. J Clin Neurol 2016;12:434-440. 

17. Kim DW, Lee SY, Chung SE, Cheong HK, Jung KY; Korean Epi-
lepsy Society. Clinic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treated epi-
lepsy in Korea: a nationwide epidemiologic study. Epilepsia
2014;55:67-75. 

18. Jung J, Seo HY, Kim YA, Oh IH, Lee YH, Yoon SJ. The economic 
burden of epilepsy in Korea, 2010. J Prev Med Pub Health 2013; 
46:293-299.

www.jepilia.org

Epidemiology of Epilepsy in Korea

20

https://doi.org/10.1212/WNL.0000000000003509
https://doi.org/10.1212/WNL.0000000000003509
https://doi.org/10.1212/WNL.0000000000003509
https://doi.org/10.1111/j.1528-1157.1999.tb01587.x
https://doi.org/10.1111/j.1528-1157.1999.tb01587.x
https://doi.org/10.1111/j.1528-1157.1999.tb01587.x
https://doi.org/10.1016/S1474-4422(18)30454-X
https://doi.org/10.1016/S1474-4422(18)30454-X
https://doi.org/10.1016/S1474-4422(18)30454-X
https://doi.org/10.1016/S1474-4422(18)30454-X
https://doi.org/10.17340/jkna.2020.1.1
https://doi.org/10.17340/jkna.2020.1.1
https://doi.org/10.17340/jkna.2020.1.1
https://doi.org/10.1111/j.1528-1167.2011.03121.x
https://doi.org/10.1111/j.1528-1167.2011.03121.x
https://doi.org/10.1111/j.1528-1167.2011.03121.x
https://doi.org/10.1111/epi.12550
https://doi.org/10.1111/epi.12550
https://doi.org/10.1111/epi.12550
https://doi.org/10.1111/j.1468-1331.2008.02260.x
https://doi.org/10.1111/j.1468-1331.2008.02260.x
https://doi.org/10.1111/j.1468-1331.2008.02260.x
https://doi.org/10.1111/j.1528-1167.2008.01693.x
https://doi.org/10.1111/j.1528-1167.2008.01693.x
https://doi.org/10.1111/j.1528-1167.2008.01693.x
https://doi.org/10.1111/j.1528-1167.2008.01693.x
https://doi.org/10.1016/j.yebeh.2017.10.020
https://doi.org/10.1016/j.yebeh.2017.10.020
https://doi.org/10.1016/j.yebeh.2017.10.020
https://doi.org/10.1016/j.yebeh.2018.05.019
https://doi.org/10.1016/j.yebeh.2018.05.019
https://doi.org/10.1016/j.yebeh.2018.05.019
https://doi.org/10.1016/j.yebeh.2018.05.019
https://doi.org/10.3346/jkms.2012.27.3.285
https://doi.org/10.3346/jkms.2012.27.3.285
https://doi.org/10.3346/jkms.2012.27.3.285
https://doi.org/10.4178/epih/e2013006
https://doi.org/10.4178/epih/e2013006
https://doi.org/10.4178/epih/e2013006
https://doi.org/10.3988/jcn.2016.12.4.434
https://doi.org/10.3988/jcn.2016.12.4.434
https://doi.org/10.3988/jcn.2016.12.4.434
https://doi.org/10.1111/epi.12469
https://doi.org/10.1111/epi.12469
https://doi.org/10.1111/epi.12469
https://doi.org/10.1111/epi.12469
https://doi.org/10.3961/jpmph.2013.46.6.293
https://doi.org/10.3961/jpmph.2013.46.6.293
https://doi.org/10.3961/jpmph.2013.46.6.293

	서론
	뇌전증 역학의 일반적 특징 
	뇌전증 역학 연구에서의 고려할 점 
	국내 뇌전증 역학 연구 결과 
	결론
	NOTES
	Conflicts of interest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