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뇌전증은 연간 10만 명당 50–70명의 발생률을 보이는 주요 뇌

질환으로 항경련제가 일차적인 치료이다. 뇌전증 환자의 30%는 

2개 이상의 적절한 항경련제에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뇌전증으

로 진행하여 항경련제의 추가적인 치료만으로 만족스러운 효과

를 기대하기 힘들고, 약물이 늘어남에 따라 부작용도 증가하므

로 수술, 식이요법, 신경 전기자극술과 같은 비약물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1930년대에 개, 쥐, 고양이, 원숭이 등 다양한 동물에서 미주신

경을 전기로 자극하면 뇌전증 발작이 억제된다는 것을 발견한 

후, 1987년 설립된 미국 Cyberonics사(Huston, TX, USA)에서 미

주신경 자극 치료장치(VNS Therapy® System)를 생산하기 시작

Vagus nerve stimulation (VNS) was approved as an adjunctive therapy for patients with intractable 
epilepsy in 1999 and has been cover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Korea since 2005. VNS is a 
particularly good option for patients with intractable epilepsy who are not eligible for epilepsy sur-
gery or patients with a high drug load or nonadherence to anticonvulsants. The effect of seizure re-
duction by VNS tends to gradually increase in proportion to the duration of treatment. Common 
side effects are usually mild and transient, including voice change, paresthesia in the neck or throat, 
and cough. The role of VNS is expected to expand in the future as a substantial proportion of pa-
tients show better quality of life with improvements in cognition, language, and behavior, as well as 
seizure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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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1988년 Penry와 Dean1이 처음으로 뇌전증 환자에게 삽입

하여 발작이 조절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후 1994년 유럽, 1997
년 미국, 1999년 우리나라에서 뇌전증의 부가치료법으로 정식 

승인을 받게 되었고, 2005년 난치성 국소 뇌전증과 레녹스-가스

토 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국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우리

나라에서도 난치성 뇌전증 환자의 치료로 자리 잡게 되었다.

본 고에서는 뇌전증 환자에서 미주신경 자극술의 전반적인 사

항에 대한 최신 지견을 살펴보고, 미주신경 자극술의 이해와 진

료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미주신경 자극술이란? 

미주신경 자극술은 체내에 삽입된 장치를 통해 미주신경에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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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자극을 가하여 뇌기능을 변화시킴으로써 치료 효과를 기대

하는 방법이다.

미주신경 자극기는 배터리가 내장된 전기신호 발생기, 전선, 

프로그램 막대,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개인용 디지털 단말기나 

컴퓨터와 같은 조절장치, 휴대용 자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치

를 삽입하는 시술은 겨드랑이의 피부를 절개하고 전기신호 발생

기를 피하로 삽입하여 좌측 쇄골 아래 가슴 부위에 거치시킨 후 

전기신호 발생기와 목 부위의 미주신경을 전선으로 연결하는 것

이다(Fig. 1). 

시술 2주 후 외부 조절장치를 통해 전신신호 발생기를 가동하

면 전기신호 발생기에서 전기신호가 전선을 통해서 미주신경으

로 전달된다. 프로그램 막대를 전기신호 발생기가 삽입된 부위

의 피부에 접촉하면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조절장치에서 현재의 

설정을 확인하거나 새로운 설정으로 변경하여 치료의 단계를 조

절해 나갈 수 있다. 처음 미주신경 자극을 시작할 때 출력전류 

0.25 mA, 자석전류 0.5 mA, 가동시간(signal ON time) 30초, 휴

식시간(signal OFF time) 5분, 주파수 30 Hz, 펄스 폭 500 μs로 

설정한다. 이후 환자의 발작과 부작용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출

력전류를 0.25 mA씩 증가해 간다. 휴대용 자석은 평소 환자 주

변에 두거나 휴대하여 전조나 발작이 나타날 때 전기신호 발생기 

부위의 피부 위를 스치듯 움직이면 자석에 의해 형성된 전기신호

가 전기신호 발생기를 1분간 연속적인 전기자극 모드로 변경하

여 발작을 조기 중단시키는 효과를 일부 환자에서 볼 수 있다.

발작 억제 기전

미주신경 자극술이 뇌전증의 치료로 처음 승인되었을 당시 발작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기전에 대해서는 잘 알

려지지 않았다. 이후 많은 동물 및 인체 연구를 통해 점차 기전

과 관련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미주신경은 자율신경계의 부교감신경 기능 조절에 관여하는 

뇌신경으로 80%의 감각신경과 20%의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미주신경에 전기자극을 하면 감각을 뇌로 전달하는 구심

신경을 거쳐 고립로핵(nucleus tractus solitarius)으로 신호를 전

달한다. 이 자극은 이후 직·간접적으로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

하는 청색반점(locus ceruleus)과 세로토닌을 분비하는 솔기핵

(raphe nuclei)을 통해 소뇌, 시상, 시상하부, 편도, 해마, 뇌섬, 

대뇌피질로 여러 단계의 시냅스 경로를 거쳐 신호를 전달하여, 

결과적으로 광범위한 뇌 부위의 혈류와 전기적인 흥분성에 영향

을 주게 된다(Fig. 2). 

미주신경 자극을 뇌로 전달되는 경로에서 특히 중요한 중개핵

은 청색반점과 솔기핵으로서, 이 부위를 손상시키면 미주신경에 

전기자극을 주어도 발작 억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청색반

점과 솔기핵이 각각 분비하는 신경전달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

과 세로토닌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약물은 발작을 억제하는 효과

가 있고, 반대로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 농도를 감소시키는 

약물은 발작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다. 또한 미주신경 자극술 치료를 하게 되면 뇌척수

액에서 발작을 억제하는 gamma-aminobutyric acid가 증가하고 

발작을 증가시키는 aspartate가 감소하는 현상도 관찰된다. 이러

한 증거를 볼 때 미주신경 자극술의 발작 억제 효과는 미주신경

의 전기자극에 의해 분비되는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을 중

개로 발생하는 전반적 뇌 활동의 전기적, 화학적 변화에 의해 나

타난다고 생각된다. 

적용 대상

미주신경 자극술의 대상이 되는 뇌전증 환자의 조건으로는 (1) 

Fig. 1. Insertion of the device for vagus nerve st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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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echanism of electric and chemical signal transmission to 
the brain by vagus nerve stimulation. Electrical stimuli on the vagus 
nerve are transmitted to nucleus tractus solitarius, in turn triggering 
locus ceruleus and raphe nuclei in the brain stem. Norepinephrine 
and serotonin secreted from the locus ceruleus and raphe nuclei affect 
widespread areas in the brain, including the thalamus, hypothalamus, 
amygdala, insula, hippocampus, striatum, and cerebral cor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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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2가지 이상의 적절한 항경련제에 조절되지 않는 약물난치

성 뇌전증, (2) 내측두엽 뇌전증이나 절제 가능한 병변이 있는 

국소 뇌전증과 같이 뇌전증 수술의 적절한 대상이 되지 않는 뇌

전증, (3) 발작이 비뇌전증 발작이 아닌 것이 확인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연령, 성별, 발작 유형, 뇌전증 증후군, 원인, 발작의 빈

도, 사용한 항경련제로 미주신경 자극술의 효과를 예측하기는 

힘들다. 뇌전증 환자 중 뇌량 절제술을 고려하는 환자나 재수술

이 필요한 뇌전증 환자에서도 미주신경 자극술이 유용하고 뇌수

술에 비해 더 안전하다는 보고가 있다.2,3 많은 항경련제 복용으

로 인지와 정서 등 뇌기능의 저하가 있는 환자, 약물 순응도가 

낮은 환자, 발달이 중요한 어린 연령의 환자는 미주신경 자극술

이 이러한 문제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어서 좋은 대상이 될 수 

있다.

1997년 미국에서 처음 난치성 뇌전증 환자의 치료로 승인을 

받은 후 유럽과 아시아 등 세계 수십 개 국가에서 뇌전증의 치료

로 사용하고 있으나 의료보험의 적용 기준은 국가에 따라 다르

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항경련제 치료에도 2년 이상 조절되

지 않는 난치성 국소 뇌전증과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환자의 부

가요법으로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발작 

유형이나 뇌전증 증후군과 관련 없이 모든 난치성 뇌전증에서 

발작 감소와 삶의 질의 개선을 보인다는 자료가 지속적으로 보

고되고 있으므로 현재 많은 국가에서 미주신경 자극술의 대상을 

모든 난치성 뇌전증 환자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 미주신경 치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난치성 뇌전증 환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미주신경 자극술의 절대적인 금기 대상은 과거에 좌측 또는 

양측 경부 미주신경의 절제술을 받은 환자이다. 심장질환이나 

폐질환이 있는 환자는 절대적인 금기 대상은 아니지만 미주신경 

자극술이 기존 증상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시술 전후 심폐

기능의 평가가 필요하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환자는 미주신

경 자극술로 인해 무호흡이 증가할 수 있으나 임상적으로 문제

가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며, 자극 강도를 낮추면 예방이 가능

하고, 오히려 미주신경 자극에 의해 깊은 수면이 증가하는 효과

로 발작이 감소하는 이점도 있으므로 절대적인 금기 대상에 해

당하지 않는다.4-6 

효과

미주신경 자극술이 발작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많은 연구

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발작 감소와 함께 또는 별개로 인지와 

행동이 호전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호전된다는 연구도 다양하

게 발표되고 있다. 발작 감소 효과는 수개월의 단기간뿐만 아니

라 수년 이상 장기적으로도 효과가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중요한 임상연구로 114명의 국소발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

작위 대조연구인 EO3 연구에서 치료 효과 이하의 낮은 강도와 

치료 효과를 보이는 높은 강도 자극의 두 군으로 나누어 시술 12
주 후 비교한 결과, 50% 이상 발작 감소를 보인 환자에서 높은 

강도 자극을 준 군이 두 배로 높게 나와서 미주신경 자극술이 단

기간의 발작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31% vs. 14%).7 

EO5 연구는 더 많은 199명의 국소발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연구인데, 3개월 후 50% 이상 발작 감소를 보이는 

환자가 23.4%임을 확인하였고 전조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었

다.8 대조 연구를 종료한 이후 장기 추적을 하여 발작 빈도 감소

율이 3개월 후 20%, 2년 후 45%임을 확인하여, 단기간뿐만 아

니라 장기적으로 발작 감소가 유지된다는 점과 치료 기간이 길

어질수록 치료 효과가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9 

미주신경 자극기 시판 후 소아와 성인을 6개월 간격으로 10년 

이상의 추적한 장기 연구에서는 50% 이상 발작 감소 효과를 보

인 환자의 비율이 추적 기간에 비례해서 증가하여 마지막 방문 

시점을 기준으로 91%에 도달하였다. 치료 기간에 따른 발작 감

소 환자의 증가 추세는 첫 2년간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나 이

후에도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미주신

경 자극술과 항경련제 조절의 동반 상승효과로 생각된다.10 12개

월 이상 평균 44개월 추적한 다기관 연구에서는 50% 이상 발작 

감소 환자가 59%, 완전 발작 조절이 된 환자도 9%에서 관찰되

었다.11 소아에 국한한 난치성 뇌전증 환자의 메타분석 연구에서

도 최종 추적 시(평균 2.5년)에 50% 이상 발작 감소 환자와 완전 

조절 환자가 각각 56.4%, 11.6%로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12  

미주신경 자극술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도중에 항경련제를 변

경하지 않고 추적한 연구가 있었는데, 50% 이상 발작 감소된 환

자가 3개월 후 45%, 12개월 후 58%에 달하여 미주신경 자극술

의 치료효과는 항경련제의 효과와는 독립적으로 나타나며 역시 

시간에 따라 증가함을 보여주었다.13 다른 전향적 연구에서는 발

작 빈도 뿐만 아니라 발작 지속시간과 발작 후 억제 시간도 감소

한다고 보고하였다.14,15 

미주신경 자극의 효과에 관한 동물연구에서는 이미 시작된 급

성 발작을 빨리 끝내는 효과와 자극을 주어도 급성 발작이 일어나

지 않도록 하는 예방효과뿐 아니라 뇌전증 동물에서 발작을 감소

시키고, 특정 뇌 부위의 반복 자극으로 뇌전증을 일으키는 동물 

킨들링(kindling) 모델에서 뇌전증 생성(epileptogenesis)을 억제하

여 뇌전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를 보여주었다.16 

미주신경 자극술에 좋은 반응을 보이는 특정한 환자군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는 치료 시작 시의 환자 연령, 발작 형태, 특정한 

뇌전증 증후군에 따른 치료 효과의 차이는 없다고 보고하고 있

다. 그러나 18세 이하 소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특히 12세 이하 소아에서 효과가 더 좋았으며,17 그 중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 시상하부 과오종, 뇌전증 뇌증, 레트 증후군,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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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베 증후군, 결정성 경화증에서 효과가 좋았다는 보고들이 있

다. 또한 발작 감소뿐 아니라 언어 수행능력, 각성 수준, 운동기

능, 인지기능, 전반적 행동, 삶의 질에 호전을 보이는 환자들이 

많았으며, 일부에서는 극적인 개선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와 비

슷한 효과는 노인의 연령에서도 관찰되었다.

합병증과 부작용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은 드물다. 초기 모델에서 전선이 절단되

는 합병증이 있었으나 개선된 모델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다. 감염이 1%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항생제 치료로 대부분 호

전되므로 장치 제거가 필요한 경우는 별로 없으며, 성대 마비가 

1%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보통 몇 주에 걸쳐 회복된다.18 

전기자극을 시작하면서 자극의 강도와 관련된 부작용이 관찰

될 수 있으나 대부분 가벼운 증상으로 나타난다(Table 1).19 이러

한 증상으로 목소리 변화, 목에 통증이나 이상 감각, 목이 조이

는 느낌이나 숨쉬기가 답답한 증상, 기침 등이 있으나 자극의 강

도를 줄이면 호전되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라지므로 이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20 일부에서 침 분비가 

증가하거나 음식 삼키는 것이 힘든 연하곤란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식사할 때 자석을 전기신호 발생기 위에 부착하

여 일시적으로 미주신경 자극을 중단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

다.21 미주신경 자극의 주파수를 50 Hz 미만으로 하고 자극시간

을 휴식시간보다 짧게 설정하면 장기간 전기자극을 주더라도 미

주신경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다.22 주요 정신질환 과거력이 있

는 환자에서, 특히 매일 발작을 하는 경우 정신과적 증상이 나타

나는 경우가 있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때는 정신과 약물치료를 

병행하거나 미주신경 자극의 강도를 줄이면 호전될 수 있다.23 

전신 증상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폐질환이 없는 환자에서 

미주신경 자극술 전후 폐기능검사에 의미 있는 변화는 없으나, 

이전에 심한 폐질환이 있던 환자에서 강한 자극 시 폐기능이 감

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때는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거나 자

극 강도나 주파수를 낮추도록 한다. 미주신경 자극술은 임상적

으로 의미 있는 심장기능, 소화기능, 혈액검사 이상을 초래하지 

않으며, 복용하는 약물 농도, 활력징후, 체중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장점과 단점

미주신경 자극술은 항경련제 치료에 비해 여러 장점이 있다. 발

작 조절에 효과가 있으면서 전체 항경련제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으므로 신경계와 전신에 약물로 인한 부작용이 없으며, 기존

에 복용하고 있는 여러 항경련제와 약물 상호작용을 우려할 필

요가 없다. 발작의 감소 효과뿐 아니라 각성 수준, 집중력, 기억

력, 감정, 의사소통 능력 등 인지기능이 호전되어 환자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깨어있는 낮 시간에 좀 더 명료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24-32 또한 약물 복용이나 식이요법과는 달리 환자의 적극적

인 참여가 없이도 치료 효과가 유지되므로 치료의 순응도가 떨

어지는 환자에게 특히 도움이 된다.33,34 발작이 발생하면 자석으

로 발작을 빨리 중단할 수 있는 효과를 보이는 환자에서는 뇌전

증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줄 수 있다. 동물실험에서 불임

이나 태아에 기형을 일으키지 않았으며, 사람에서도 임산부에서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35-37 

단점으로는 시술비용의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시간

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의료비용을 상쇄하여 1년 반 이후부터는 

실제 의료비용이 감소한다는 연구보고가 있다.33 이는 약제비와 

응급실 방문, 입원 횟수와 입원 일수, 대발작으로 인한 골절이나 

두부 외상과 같은 부상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외래 방문일수와 

결석 및 결근 일수도 감소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33,38 미주신경 

자극기 삽입 후 자기공명영상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3 Tesla 
이하로 촬영하고 필요 시 특수 수신 코일을 이용하며, 검사 전에 

전기신호 발생기의 전류를 끄고 검사가 끝난 후 다시 본래대로 

작동을 해야 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결론

미주신경 자극술은 수술적 치료에 적합하지 않거나 실패한 난치

성 뇌전증 환자에서 추가적인 발작 조절을 기대할 수 있는 보조 

치료방법이다. 시술과 관련한 심각한 부작용이 거의 없고 치료

과정이 힘들지 않은 반면 발작이 감소하고 인지와 행동이 호전

되어 뇌전증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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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mon side effects of vagus nerve stimulation
Side effect Frequency (%)
Voice change 38
Increased cough 5
Dysphonia < 5
Cervical pain or paresthesia < 5
Exertional dyspnea < 5
Hypersialorrhea or dysphagia < 5
Dyspepsia < 5

Adapted from Toffa et al.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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