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뇌전증의 국내 유병률은 인구 1,000명당 3.84명으로, 약 30만 

명(25만에서 36만 명) 정도의 뇌전증 환자가 국내에 있을 것으

로 추정된다.1 수술 치료를 포함한 뇌전증 치료의 놀라운 발전에

도 불구하고, 뇌전증에 대한 사회적 낙인(social stigma)은 국내

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여전히 만연해 있는 상태이다.2-4 

사회적 낙인이 여전한 자신의 질병과 함께 삶을 영위해 가야 하

는 뇌전증 환자에게는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을 수 있다. 미국

에 거주하는 환자는 뇌전증 발작 자체보다는 운전, 취업, 독립성 

등과 같이 실제 살아가는 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데 비해,5 우

리나라 환자는 발작이 일어나는 것, 특히 예측할 수 없는 발작, 

그리고 이로 인한 당혹감이 살아가는 데 가장 걱정이 된다고 한

다(Fig. 1).6 이러한 차이는 뇌전증 환자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사회의 인식과 편견 때문일 것이다. 즉, 미국보다 국내에서는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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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증에 대한 인식이 더 나쁘고 편견이 더 심하기 때문에, 발작으

로 인해 생활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경련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더 걱정하는 것으로 생각된다.7

뇌전증에 대한 무지는 뇌전증 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이

어진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일반 대중이 뇌전증이란 

질환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또한 우리나라에서 뇌전

증 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얼마나 심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뇌전증 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줄

여나가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론

1. 뇌전증에 관한 지식과 뇌전증 환자에 대한 태도

우리나라에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뇌전증에 관한 지식과 뇌전

증 환자에 대한 태도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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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reas of concern cited by more than 10% of Korean people living with epilepsy. Adapted from Choi et al.6

Table 1. Public knowledge about and attitudes toward epilepsy in Korea
Variable Kim and Coe8 Kim et al.9 Lee et al.10 Kim et al.11 Kim et al.11 Choi-Kwon et al.12 Yoo et al.13

Survey
 Year 1991 1992 1994 1995 1999 2002 2007
 Region NA Gwangju Daegu-Gyoengbook Jeonnam Jeonnam Seoul Multiregional
 Method Questionnaire Questionnaire & phone Questionnaire Door-to-door Door-to-door Phone Questionnaire
 No. of subjects 744 587 1722 820 715 918 1540
Familiar with epilepsy NA 0.9 0.66 0.93 0.98 0.92 0.95
Knowledge of epilepsy
 Cause of epilepsy
  Brain disease 0.31 0.21 0.48 0.34 0.3 0.3 0.6
  Hereditary disease 0.53 0.42 0.24 0.29 0.24 0.47 0.27
  Mental illness NA 0.13 0.22 0.34 0.22 0.05 0.24
 Can be contagious 0.04 0.06 0.05 0.13 0.12 0.02 NA
 Can be treated 0.31 0.48 0.32 0.47 0.48 0.75 0.4
Attitudes toward epilepsy
 Object to associationa NA NA 0.54 0.5 0.4 0.18 0.31
 Object to marriagea 0.53 NA NA 0.94 0.89 0.62 0.64
 Should not have  

children
0.27 0.4 0.23 0.46 0.33 0.57 NA

 Should not be  
employed

0.36 NA 26%b 0.52 0.51 0.63 0.36

 Should not drive a car NA NA 0.66 0.95 0.79 NA NA

NA, not available.
aObject to association or marriage of own children with a child with epilepsy. bEven though persons with epilepsy are in long-term seizure 
remission.

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인 것 같다. 그 이전에 이미 이 같은 조사

가 있었을 수 있으나, 문헌 정보를 찾기 어려워 여기에서는 

1990년대부터의 연구조사를 기반으로 서술한다(Table 1).

1991년 Kim과 Coe8는 성인 남녀 744명을 대상으로 뇌전증에 

대한 지식 정도 및 사회적 인식 상태 등을 조사하고, 전반적으로 

참여자의 뇌전증에 대한 지식수준이 낮다고 기술하였다. 즉,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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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의 절반 정도가 뇌전증을 유전성 질환으로 잘못 알고 있었

고, 뇌전증이 있는 학생은 학습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다. 직

장 채용, 결혼 및 배우자 선택에 대해서도 참여자 반수 이상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1992년 Kim 등9은 전라도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전화 및 우편을 통해 뇌전증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조

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뇌전증에 관한 잘

못된 오해나 편견이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심했고, 이는 한국의 

특수한 문화적 배경에 바탕을 둔 주술적 사고에서 기인한 것 같

다. 둘째, 뇌전증 환자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은 잘못된 편견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이었다. 뇌전증 발작이 잘 

조절되고 있다 하더라도 응답자들은 뇌전증 환자의 사회활동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셋째, 뇌전증에 대한 편견은 응답자의 

학력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더 심했다. 1994년 Lee 등10

은 대구 경북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뇌전증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조사한 후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고하였다. 

첫째, 뇌전증의 원인, 증상 및 치료에 대해 전반적으로 낮은 지

식수준을 보였고, 특히 뇌전증 치료에 관한 무지가 가장 심했다. 

둘째, 뇌전증 환자에 대한 태도에서는 자동차 운전, 결혼 및 교

제에 대해 가장 부정적이었다. 셋째, 응답자의 연령 및 교육 정

도에 따라 뇌전증에 대한 지식수준과 태도에 차이가 있었다. 

Kim 등11은 전라남도 도민을 대상으로 연구원이 가가호호 방문

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1995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

쳐 조사하여 5년간의 뇌전증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변화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가 뇌전증에 대해 부정적이었

고,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는 5년간에 걸쳐 좋아지지 않았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2002년 Choi-Kwon 등12이 전화 상담

을 통해 서울 시민의 뇌전증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조사하였는

데, 많은 응답자가 뇌전증이 유전성 질환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

고, 뇌전증 환자의 결혼, 출산, 취업 등에도 부정적인 태도를 갖

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광주-전남 및 대구-경북 지방에

서 조사한 결과와 비교하면, 뇌전증이 전염성 질환이란 오해가 

많이 줄고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인식이 많이 높아졌다. 

2007년 Yoo 등13은 서울, 대구, 광주에 위치한 5개 병원의 건강증

진센터에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뇌전증에 대한 지식과 태도

를 조사하였는데, 많은 응답자가 뇌전증 환자와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여전히 꺼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전의 조사들과 비교했을 

때, 뇌전증이 뇌의 질환이라는 인식이 많이 높아졌고, 뇌전증 환

자는 취업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정적인 태도가 줄어들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1990년대 및 2000년대의 연구 결과를 요약

하면, 일반인은 뇌전증에 관한 지식수준이 낮고, 뇌전증 환자에 

대한 편견이 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뇌전

증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상에

서 2010년대에는 교육 현장에서 뇌전증의 인식과 편견이 어떤

지 조사되었다. Rho 등14은 2010년 전국의 22개 중·고등학교에

서 1,377명의 학생을, 그리고 Lee 등15은 초·중·고등학교에서 

604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뇌전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청소년과 

교사는 뇌전증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수준이 낮았다. 예를 들면, 

청소년의 2.3%만이 뇌전증의 원인을 안다고 했고, 50% 정도가 

뇌전증이 전염성 질환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지 

못했다.14 또한 뇌전증이 있는 동료 학생이나 제자에 대한 잘못

된 편견이 심했는데, 예를 들면, 청소년의 32%가 뇌전증이 있는 

학생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51%가 뇌전증이 있는 학생과는 

데이트를 하지 않겠다고 보고했다.14 이와 같은 나쁜 편견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인자는 청소년이나 교사 자신의 뇌전증에 대

한 무지였다.14 즉,내용은 뇌전증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사실

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 뇌전증이 있는 학생과 함께 학교생

활을 하는 동료와 교사들이 뇌전증 학생을 대하는 태도는 뇌전증 

학생의 삶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한, 청소

년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도, 청소년 때 습득한 지식은 뇌전증 

환자를 대할 때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기독교의 경전인 신약성경에는 경련하는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마가 9:17-29, 마태 17:14-21, 누

가 9:37-43). 이 구절로 인해 중세에는 뇌전증이 귀신에 사로잡

힌 병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은 과학이 발전한 현대

사회에서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세계 곳곳에 적지 않게 

남아있다. 우리나라는 개화기 이후 기독교가 급속히 세력을 확

장하면서, 최근에는 인구의 대략 30%가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

고 있다. Lee 등16은 신약성경에 기술된 귀신들린 아이 이야기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에게 뇌전증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성경을 많이 읽는 목사, 장로, 그리고 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예상과는 달리 종교

가 없는 사람과 비교해서 목사나 장로, 권사는 뇌전증에 대한 태

도나 낙인에서 차이가 없었다. 즉, 우리나라에서 신약성경의 이

야기가 뇌전증 환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초래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2. 뇌전증 환자에 대한 차별

일반 대중의 뇌전증에 대한 무지와 잘못된 편견 때문에 뇌전증 

환자는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종류의 차별을 당하며 뇌전증과 

함께 삶을 영위하고 있다. Lee 등2은 전국에 분포하는 10개의 대

학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뇌전증 환자 400명을 대상으로, 그들

이 실제 사회에서 어떠한 차별을 경험하였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44%가 직업, 이성 교제, 결혼, 친구나 가까

운 친척 등과의 관계 등에서 다양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했다. 차별의 각 항목별 비율은 Fig. 2와 같다. 개인적인 대인관

계에서보다는 주로 취업 때나 직장에서 차별을 당하는 일이 많

았는데, 환자가 자신이 뇌전증 환자임을 스스로 밝히거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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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pisodes of discrimination against Korean people living with epilepsy (n = 361). About 44% of respondents suffered at least one category 
of discrimination due to their epilepsy. Unpublished data from the database of Lee et al.2

Fig. 3. Employment-related discrimination against Korean people 
living with epilepsy. Patients who disclosed their epilepsy suffered 
from more discrimination due to their epilepsy. Unpublished data 
from the database of Lee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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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경련 발작으로 인해 뇌전증 환자임이 주위에 알려지면 특히 

차별이 심했다(Fig. 3). 예를 들면, 전체 뇌전증 환자가 취업을 

거부당하는 비율이 14.5%인데 반해, 자신이 뇌전증 환자임을 밝

히면 그 비율이 55%로 많이 증가하였다.17

뇌전증 환자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데 취업만큼 중요한 것이 

자동차 운전이다.5,18 그러나 뇌전증 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에 대한 일반 대중의 태도는 매우 부정적이다.7,9 우리나라에서

는 도로교통법(92.12.8 제정)으로 모든 뇌전증 환자의 운전을 원

칙적으로 금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시행령(1999. 4. 30 제정)

을 마련하여 운전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뇌

전증 환자의 운전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으로 인해 우

리나라에서는 의사가 뇌전증 환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에 결

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통일된 규정이 없어서 의사의 성향에 따

라 운전 적합성 판정에 큰 차이를 보이고, 일관성 없이 처리되고 

있다. 대한뇌전증학회는 2011년 뇌전증 환자의 운전 적합성 평

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는데, 그 핵심은 만성 뇌전증 환자가 

자동차 운전을 하려면 최근 2년간 발작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이

다.19 대한뇌전증학회는 뇌전증 운전자로 인해 해운대 교통 참사

가 일어난 다음 해인 2017년 뇌전증 환자의 운전에 대해 2009년 

조사 때와 같은 방식으로 학회 회원인 전문의의 태도에 변화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만성 뇌전증 환자가 자동차 운전을 

하려면 최근 2년간 발작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변화는 없었다.20 그러나 이전의 조사와 비교해 볼 때, 뇌

전증 환자의 운전 적합성을 위한 최소 무발작 기간이 2년보다 

길어야 한다는 뇌전증 환자의 운전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줄

었고, 동시에 1년보다 짧아야 한다는 긍정적인 응답 또한 줄었

다.20 이는 뇌전증 운전의 안전성에 관한 최근 연구 결과에 근거

하여 점차 운전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조금이

나마 반영하고, 동시에 뇌전증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도 고려

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뇌전증이 잘 조절되지 않아서 운전할 수 

없는 사람이 구태여 위험을 무릅쓰고 운전하는 이유도, 운전하

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18 따라서 

국내에서도 뇌전증 환자 운전의 위험성만 크게 부각해서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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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을 가지거나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은 피해야 하고, 의사는 

뇌전증 환자의 운전 적합성을 평가할 때 적정한 평가를 할 수 있

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뇌전증 환자가 실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겪게 되는 사회로부터

의 편견과 차별은 스스로 사회적 낙인감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

한 인자이다.2,21 즉, 사회적 차별을 당한 적이 없는 뇌전증 환자

에서는 20%가 사회적 낙인감을 느끼지만, 사회적 차별을 당한 

적이 있으면 그 두 배가 넘는 47%의 뇌전증 환자가 사회적 낙인

감을 느낀다.2 사회적 보호막이 미흡한 우리나라에서 자신을 사

회적 낙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뇌전증 환자 자신이 찾은 가

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신에게 뇌전증이 있다는 사실을 사회로부

터 철저히 숨기는 것이다.22,23

결론

우리나라에서 일반 대중은 뇌전증에 대한 잘못된 오해나 편견이 

비교적 심한 편이며, 교육 현장의 교사와 청소년도 일반 대중과 

마찬가지로 뇌전증에 관한 지식수준이 낮고 뇌전증 환자에 대한 

편견이 심하다. 이러한 뇌전증에 대한 무지와 편견은 뇌전증 환

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표출되어, 뇌전증 환자가 삶의 현장, 

즉 직업, 이성 교제, 결혼, 친구나 가까운 친척 등과의 관계 등에

서 다양한 종류의 차별을 당하게 된다. 뇌전증 환자가 겪게 되는 

사회로부터의 차별은 스스로에게 사회적 낙인감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 사회적 보호막이 미흡한 우리나라에서 

뇌전증 환자는 자신을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신

에게 뇌전증이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면서 힘들게 살아간

다. 따라서, 일반 대중, 교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뇌전증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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