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뇌전증은 소아 청소년의 만성 신경계 질환에서 흔한 질환 중 하

나이다.1 소아 청소년기는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데 

이 시기에 인지 기능의 성숙이 일어나며 학교에서의 학습은 향

후 성인이 되어 취업을 하고 자아 성취를 하는 데 큰 영향을 준

다.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할 

경우, 학습 및 학교생활을 경련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에 대한 열

Children with epilepsy seem to do well in school, but their academic achievement on average is low-
er than expected when it is specifically evaluated. Many studies have reported lower academic 
achievement in children with epilepsy than in healthy children or patients with other chronic illness-
es. Learning disabilities are also frequent in children with epilepsy; 10%-40% of patients are diag-
nosed with various learning disabilities in reading, mathematics, and writing. Among the multiple 
factors that influence learning disabilities and academic achievement, underlying neuronal dysfunc-
tion, seizure control, and medication are particularly important. Physicians should ask about aca-
demic achievement and learning problems in every clinical visit for early detection. Once the issues 
are recognized, we should identify and eliminate the issues that cause or exacerbate problems and 
help patients receive proper school care to improve academic achievement and treat learning disabil-
ities. Certified academic achievement testing is done to identify academic underachievement, and 
various tests are performed to diagnose learning disabilities. Efforts to improve academic achieve-
ment include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s, better seizure control, and changes in me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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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나 관심이 많아 뇌전증 환자의 학습에 대한 보호자의 관심이 

많고 심지어는 이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치료에 나쁜 영향을 미

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보면 일부 뇌전증 환자는 학업 성취도가 

매우 높고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많은 수의 환자들이 

큰 문제 없이 학업을 잘 따라가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

인다. 하지만 다양한 연구에서 실제 학습 능력을 측정해보면 예

상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학업 성취도를 평가한 경우에

도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뇌전증 환자 전체를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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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이 경향은 더욱 뚜렷하다. 다른 만성 질환의 환자들과 비

교한 연구에서도 뇌전증 환자군이 가장 낮은 학습 능력과 학업 

성취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2,3 본 종설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뇌전증 환자들이 보인 학습 능력과 학업 성취도를 알아보고, 학

습 장애의 빈도와 관련 인자, 학습에 미치는 다른 원인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끝으로 간략하게 학습에 대한 평가와 문제 

발견 시 대처의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론

1. 뇌전증 환자의 학업 성취도 

많은 환자와 부모들의 관심을 반영하듯 뇌전증 환자의 학습에 

대한 과거 연구는 많다. 다양한 질환에서 학업 능력 평가 점수를 

분석한 미국 연구에서 뇌전증 환자들은 39 백분위 점수를 얻었

는데 건강한 환자들이 받은 69 백분위 점수에 비해 유의하게 낮

은 점수였다. 뇌전증 환자군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질환으로 

염증성 장질환, 혈우병, 만성폐질환이 있었고, 낮은 점수를 받은 

질환군은 겸상 적혈구증, 척수 이분증이 있었다. 뇌전증 환자군

은 학업 능력 저하에 가장 취약한 군 중 하나였다.2 이와 유사하

게 천식 환자 117명과 뇌전증 환자 108명을 비교한 연구에서 질

환의 중증도를 중증과 경증으로 나누어 분석한 경우에도 뇌전증 

환자군에서 읽기, 쓰기, 수학, 언어, 어휘력 등의 평가 점수가 낮

았다.3 학생의 학업 수준에 따라 월반 혹은 유급을 시행하는 상

황에서는 유급을 기준으로 학습과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기도 하

는데, 뇌전증 환자의 경우 지능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유급하

는 비율이 39.7%로 높았다.4 진단 이후 5년간을 추적 관찰한 미

국의 연구에서 뇌전증 환자가 학교에서 유급을 한 경우는 58%

로 높게 나타났다.5 소아 뇌전증 환자 중 지능이 정상임에도 학

교에서 특수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19%로 조사되었다.6 여

러 연구를 종합할 때 뇌전증 환자들의 학습 능력은 통상적으로 

예상하는 수준보다 낮았다.7 약 20%의 환자에서는 그 정도가 심

하게 나타났고 다른 신경학적 이상을 동반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심한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8 특발성 뇌전증을 

앓고 있는 36명의 청소년 환자와 32명의 다른 만성 질환 청소년, 

50명의 건강한 청소년을 비교한 연구에서 특발성 뇌전증 청소년

들은 일상생활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었으나 학습과 관련하여 문

제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9 이 

연구에서 학업 성취도 자료가 있는 17명의 뇌전증 환자의 평점 

평균은 B, C, D에 걸쳐 있었고 다른 만성 질환이나 건강한 군은 

A, B, C에 분포하였다. 뇌전증은 다양한 질환의 이질적인 집합

이기 때문에 위의 결과는 뇌전증 전체 평균을 반영한 결과임을 

감안하여야 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뇌전증 환자의 경우 예상보

다 학업 성취도가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뇌전

증 환자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한 연구 보고는 없었는데 이는 사

회적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인접한 일본에서도 비슷한 양

상을 볼 수 있었다. 

학업 성취도를 평가한 연구에서 학업 성취도 평가와 함께 특

정 뇌전증 분류, 발작형, 그 외 다른 동반 인자들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시도가 많았지만 대상자 수가 많지 않고 뇌전증 종류가 

다양하여 일관되게 명확한 결과가 제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서 발작의 형태와 발작의 횟수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10 하지만, 78명의 소아 뇌전증 환자를 대

상으로 발작의 중증도, 뇌전증 이환 기간, 총 항경련제 노출과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한 연구에서는 유의한 관련성이 

발견되지는 않았다.11 다양한 인자들이 학업 성취도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선후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뇌전증 신환의 경우 약물 투여 전부터도 학습의 

문제가 발견된 연구가 있다.5 뇌전증 발병 후의 변화를 전향적으

로 평가할 경우 인과성을 밝히기가 매우 용이하나 그런 연구는 

드물다. 한 연구에서 121명의 뇌전증 신환과 54명의 천식 신환

을 24개월간 관찰하였다. 발병 당시, 12개월, 24개월에 교사가 

평가한 학업 성취도를 비교하였는데 첫 12개월에는 발작의 여

부와 상관없이 학업 성취도가 떨어졌다. 발작이 없는 경우 24개

월에 학업 성취도가 다시 올랐으나 발작이 지속된 경우에는 학

업 성취도가 계속 낮아서 발작의 지속 여부가 학업 성취도에 영

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대상군에서 발병 연령이 어린 

경우 학업 성취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12 학업 성취도에 영향

을 주는 인자로 발작의 중증도, 뇌전증 발병 연령 등이 거론되며 

향후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분야이다. 

학습과 같은 복합적인 고위 뇌 기능을 평가할 때 반드시 고려

해야 할 인자는 기저 뇌 기능 이상이다. 뇌전증 환자의 경우 많

은 수는 일반적인 지적 활동이 매우 안정적이며 지능을 평가할 

경우 정상으로 측정된다. 그러나 일부 뇌전증의 경우 뇌 기능 이

상이 동반되고 이런 기능 이상이나 뇌전증이 구조적, 유전적 이

상과 같은 공통된 원인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5,13,14 이 경우 

동반된 뇌 기능 이상이 인지 저하와 학업 성적 저하를 같이 일으

킨다. 영국에서 75명의 뇌전증 환자를 대상을 한 연구에서, 뇌전

증 환자의 72%에서 평균보다 낮은 학업 성취도(평균–1 표준편

차 이하)를 보였다. 이른 발병 연령, 인지 기능 저하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중 전반적인 인지 기능 저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15 219명의 6–14세 뇌전증 환자에

게 신경심리학적(neuropsychological) 평가와 학업 성취도를 함

께 평가하였을 때 첫 측정과 36개월 뒤 측정 시에 양의 상관관계

가 관찰되었다. 같은 연구에서 이른 발병 연령, 증후성 뇌전증이 

학업 성취도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16 환자가 속한 가정환경도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가정환경이 

열악한 경우, 보호자의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 그리고 부모가 

과도한 걱정을 하거나 불안해하는 경우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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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밝혀졌다.16,17 

2. 뇌전증 환자의 학습 장애의 원인 

학습 장애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뇌전증 환자에서의 원인은 

고려할 요인이 많다. 가장 먼저 고려할 내용은 뇌 기능의 저하이

다. 어떠한 기저 원인에 의해 뇌 기능의 저하가 뇌전증에 동반되

는 경우 학습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뇌전증 환자에서 일반인

보다 흔하게 동반되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도 뇌전증 환자의 학습 능력을 저

하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인식된다. 뇌전증의 흔한 동반 질환인 

정신과적 질환이 뇌전증 환자의 학습에 나쁜 영향을 주는데, 대

표적인 예로 우울증, 불안, 행동 장애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뇌

전증과 직접 관련이 있는 발작 조절, 약물 부작용 등이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뇌전증과 학습 장애

학습 장애는 직접적으로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데 이는 뇌

전증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학습의 문제를 가리키는 다양한 용

어가 있는데 학습 질환(learning disorder), 학업 기술 장애

(academic skills disorder) 등이 유사하게 쓰이지만 최근에는 학

습 장애(learning disability)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두 가지 정의

가 있는데 먼저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Text-Revised에 따라 학업 성취도와 지능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는 정의가 있다. 표준화된 평가를 개인별로 시행한 

점수가 나이, 지능, 교육 수준을 고려했을 때 유의하게 낮은 경

우를 학습 장애로 정의한다. 이런 장애는 청각, 시각 등 다른 감

각 문제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이 장애로 인해 심각한 문제

가 발생해야 한다. 다른 정의는 지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표준화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점수가 낮은 경우로 하는 정의

이다. 두 가지 정의를 모두 적용하여 학습 장애의 빈도를 평가한 

연구에서 7–15세의 173명의 뇌전증 환자를 분석했는데 첫 번째 

정의로는 48%, 두 번째 정의로는 62% (1 표준편차를 벗어나는 

경우), 41% (1.5 표준편차를 벗어나는 경우)로 흔하게 관찰되었

다. 읽기 장애가 13%–32%, 수학 영역이 20%–38%, 문장 표현 

및 작문이 35%–56%로 나타났다.18 첫 번째 정의를 적용하여 

7–15세의 IQ 70 이상 뇌전증 환자 122명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 

남녀간 차이를 본 연구에서, 단어 인지는 약 10% 정도로 남녀간 

차이가 없었지만 맞춤법, 독해는 남성에서 높았고 수학 영역은 

여자에서 약간 높게 나타났다(Table 1).19 같은 정의를 적용하고 

5–13세의 IQ 80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빈도로 학습 장애가 발견되었다.11 뇌전증이 있는 소아에서 환자

들의 형제를 대조군으로 삼아 시행한 연구에서 진단 당시는 환

자나 대조군의 학습 수준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3년 후 평가했

을 때는 환자군에서의 읽기 능력이나 수학 관련 능력이 떨어진 

것이 관찰되었다.16  

학업 성취도와 같이 학습 장애와 관련된 인자들 중 가장 중요

한 것은 기저 신경 기능 이상과 다양한 종류의 뇌전증이다. 이전 

분류로 증후성 전신 뇌전증과 특발성 국소 혹은 전신 뇌전증을 

비교 분석한 연구를 보면, 학습과 관련된 문제들이 전자의 경우 

더 흔한 것을 볼 수 있다.20,21 이 연구들에서 인지 기능 저하나 행

동과 관련된 문제들도 더 흔히 보고되었는데 이는 동반된 뇌신

경계 기능 이상과 관련이 깊다. 172명의 소아와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도 증후성 전신 뇌전증의 경우 학습과 관련된 

문제가 국소 뇌전증보다 높게 발견되었다.22 위 소견들은 병변이 

있는 경우, 특히 광범위한 뇌의 병변에 의한 뇌전증인 경우 신경

학적 기능이 떨어질 위험이 높고 이런 것이 학습 장애도 더 흔히 

동반됨을 나타낸다. 249명의 소아 환자에서 뇌 자기공명영상

(magnetic resonance imaging)과 신경학적 기능의 관련성을 본 연

구에서는, 국소 병변이 있을 때 신경심리 검사(neuropsychologic 
test)에서 점수가 낮게 나타났고 검사의 모든 영역에서 대조군에 

Table 1. Type and frequency of learning disabilities in patients with epilepsy
Study Year No. of participants Type Frequency (%)
Fastenau et al.18 2008 173 Reading 13–32

Written expression 35–56
Math 20–38

Seidenberg et al.19 1986 122 Word recognition 22.8 (M), 13 (F)
Reading comprehension 10.5 (M), 10.1 (F)
Spelling 33.3 (M), 15.9 (F)
Math 28.1 (M), 31.9 (F)

Mitchell et al.11 1991 78 Reading 16
Reading comprehension 38
Spelling 32
Math 31

M, male; F, f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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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낮게 측정되었다.23 뇌파에서 발작 간기 극파의 숫자, 다제 

항경련제 요법을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요인이 각성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을 발견하였다.22 이 두 요인이 직접적으로 학습 

장애를 일으키지는 않으나 특정 뇌전증 증후군에서 위 상황이 

자주 발생해 결국에는 특정 뇌전증 증후군과 학습 장애의 위험

과의 관련성이 간접적으로 있음을 시사한다. 

4. 평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 문제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가 문제

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다. 뇌전증 환자를 진료할 때 인지 발달

을 잘하고 있는지, 학교생활과 학업 성적이 만족스러운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업 성취도가 낮거나 학습 장

애가 의심되는 경우 학교에 알리고 상담을 받게 하는 것이 필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조치가 학교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는 않는다. 많은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에 의뢰하여 기본적인 지

능 검사, 심리 검사를 시행하고 여러 가지 학습에 대한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국내에는 몇 가지 학습을 평가하는 검사 도구들

이 개발되어 있고 일부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의학과에서, 그

리고 일부는 심리학회에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학습 평가

에 더해 기억력, 언어 능력, 집중력, 계획, 실행 능력 등을 다양

하게 평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약물로 뇌전증을 치료하는 의사는 치료 약제와의 관련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매우 복잡한 문제이기는 하나 뇌전증 종

류, 발작 빈도, 뇌파 이상 정도, 행동 및 정신과 동반 질환, 질병

에 대한 반응 등에 항경련제가 영향을 주듯 약물이 학습에 미치

는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다. 위약과 비교할 때 다양한 항경련제

들이 인지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페노바비탈

이나 토피라메이트와 같은 약제들이 학습과 같은 문제를 더 흔

히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24 그리고 여러 약제를 동시에 투약

할 때 이런 위험이 증가하고 또 약물 간 상호 작용을 일으켜 원

치 않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다. 신약들이 경우에 인지 부작

용이 적다고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

기 때문에 약물 시작 혹은 증량 시 학습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5. 치료

치료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위험 인자 혹은 악화 

인자들을 파악해서 해결해 주는 것과 평가에서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는 것으로 구성된다. 간혹 발작 조절이 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잦은 결신발작이나 조절되지 않는 발작 등

이 이에 해당한다. 발작 조절이 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아닌지 확인하고 발작 조절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

하다. 앞선 평가에서 약물에 대한 영향이 의심되면 약물 감량이

나 조절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뇌전증 

Fig. 1. Approach to epilepsy patients with learning problems.

자체와 관련하여 특정 뇌전증에서 병의 경과 중에 뇌 기능 저하

가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아닌지도 철저히 

찾아내서 치료를 해야 한다. 뇌전증 환자의 경우 우울, 불안과 

같은 감정적인 문제나 행동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가 잦다. 이 경

우에도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정신건강

의학과 진료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직접적인 치료는 학교 체계 

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의 경우 학습에 문제가 있는 

학생에게는 개인 맞춤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 education 

program)을 적용한다. 학습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정확하게 평가

하고 개인에 맞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

서는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부족한 분야를 찾아서 이를 보

완하도록 도와주는 노력이 다방면에서 필요하다. 여러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관여되기 때문에 뇌전증 환자의 학습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정확히 분석하고 최대한 적용할 수 있는 치료를 하

는 것이 필요하다(Fig. 1). 

결론

뇌전증을 앓는 소아 청소년 환자의 경우 학습은 성장기 외에도 

환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능이다. 실

제 검사를 할 경우 평균적으로 뇌전증 환자의 학업 성취도는 낮

게 나오기 때문에 진료 당시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어

야 한다. 다양한 학습 장애가 10%–40% 정도에서 동반되기에 이

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를 해 줄 필요가 있다. 학습 장애가 의

심되는 경우 정확한 평가를 진행한 후 다방면의 평가를 종합해

서, 유발 혹은 악화 인자를 제거하고 학습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

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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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heck school performance and learning problems regularly in the clinic with pa-
tient or caregivers.

2.  Assess epilepsy diagnosis, disease course, academic achievement, seizure control, 
and medication side effects.

3.  Perform cognitive function test, neuropsychologic evaluation, academic achieve-
ment evaluation, and assess behavioral and psychiatric issues.

4. Control seizures if the patient has uncontrolled seizure.

5. Adjust medication dose and regimen if there is problem with medication.

6. Utilize school system for improving academic skills.

7. Treat comorbid behavioral and psychiatric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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