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27명의 원인불

명 폐렴의 원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SARS-CoV-2)로 밝혀진 후 2021년 11
월 현재까지도 coronavirus disease-2019 (COVID-19)의 확산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다.1 코로나바이러스는 단일 가닥

(single-stranded)의 RNA 바이러스로, 주로 호흡기를 침범하여 

다양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는 중추 신경계 및 말초 신경계에서의 신

경친화성(neurotropism)으로도 알려져 있다.2 COVID-19와 관

련된 신경학적 임상 증상에 대해 2020년 4월 우한에서의 첫 보

고 이후 수많은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3 이러한 신경학적 증상

에는 두통, 어지럼증, 근육통, 후각 저하와 같은 비교적 경한 증

As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outbreak enters its third year, it continues to impact 
social life and medical practice. Although respiratory symptoms are the most important clinical 
manifestations of COVID-19, COVID-19 can also cause various neurologic manifestations and dis-
orders through neurotropism and collateral injuries. The effects of COVID-19 on seizures and epi-
lepsy have been studied. The COVID-19 pandemic has led to changes in epilepsy care. In addition, 
concerns regarding the effectiveness and safety of the COVID-19 vaccine in patients with epilepsy 
are increasing. Epileptologists need to keep up with daily updates in the evidence regarding interac-
tions between COVID-19 and epilep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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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부터 뇌병증, 뇌졸중, 뇌염, 발작, 단일 뇌신경 마비, 길

랭-바레 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까지 매우 다양하다.2,4,5 

본 리뷰에서는 최근까지 확인된 지식을 기반으로 뇌전증 전문

의(epileptologist)의 관점에서 COVID-19 환자의 뇌전증 발작(ep-
ileptic seizure)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COVID-19 

범유행(pandemic) 상황과 관련한 기존 뇌전증 환자에서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도 고찰해보겠다. 

COVID-19에서의 신경학적 소견 

Mao 등3은 COVID-19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신경학적 증상 여

부를 처음으로 조사하였는데 214명의 환자 중 36.4%인 78명이 

신경학적 증상을 보였다. 어지럼증(16.8%), 두통(13.1%), 의식 

저하(7.5%) 등이 흔했으며 초기 연구로 후각, 미각 저하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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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도로 비교적 낮았다. 급성 뇌혈관 질환은 9명(2.8%), 발작

은 1명(0.5%)에서 관찰되었다. 의식 저하 및 급성 뇌혈관 질환은 

중증 환자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급성호흡곤란증후군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을 동반한 중증 COVID-19 

환자를 대상으로 한 프랑스 연구에서는 58명 중 49명에서 의식 

변화가 있었고, 뇌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검사를 시행한 13명 중 8명에서 연수막(leptomeningeal)의 조영 

증강을 보였으며 3명에서 허혈성 뇌경색을 보였다.6 2021년 초

의 메타 연구에 따르면 후각 및 미각 감소는 환자의 약 50%에서 

관찰되었고 두통은 20%, 의식 저하는 5%에서 관찰되었으나 중

증 환자로 국한하면 의식 저하가 1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7 

최근 다른 메타 분석에서는 피로(32%), 근육통(20%), 미각 감소

(21%), 후각 감소(19%), 두통(13%) 순으로 나타났고, 60세 이상

의 COVID-19 환자에서는 섬망이 34%로 흔했다.8 의식 저하와 

뇌졸중은 COVID-19의 사망률을 높이는 주요 예측 인자로 보고

되기도 하였다.9 또한 COVID-19 이후 발생한 면역학적 질환으

로 급성파종뇌척수염(acute disseminated encephalomyelitis), 급
성출혈백질뇌염(acute hemorrhagic leukoencephalitis), 길랭-바

레 증후군 등의 많은 증례가 보고되고 있다.10,11 COVID-19 이후 

신경과적 특이 질환이 발생한 70명의 환자 리뷰를 보면, 뇌졸중

(39명, 53.4%) 길랭-바레 증후군 및 변이(18명, 24.7%), 뇌염 및 

척수염(11명, 15.1%), 발작(5명, 6.8%) 순이었다.12 

종합하면 신경학적 증상들은 COVID-19에서 비교적 흔하게 

관찰되며 중증 COVID-19 환자에서는 뇌병증을 포함한 의식 

저하 및 뇌혈관 질환 발생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COVID-19와 관련된 신경학적 증상에 대해 Table 1에 정리하

였다.13 

COVID-19에서의 뇌전증 발작 

COVID-19의 신경친화성과 중추신경계 침범을 고려해 볼 때 뇌

전증 발작과의 연관도 추정할 수 있다. Anand 등14은 보스턴의 

한 3차 병원에 COVID-19로 입원한 환자 1,043명을 후향적으로 

검토하였는데, 그 중 7명(0.7%)에서 발작이 COVID-19의 첫 발

현(presenting) 증상으로 발생하였다. 3명은 뇌전증 병력이 있는 

환자이고 4명은 처음으로 발작이 발생하였는데 그중 2명은 과거 

뇌졸중 병력이 있었다. 이란 연구에서는 6,147명 환자 중 5명

(0.08%)에서 발작이 발생했는데 모두 저산소증을 동반한 중증 

이상의 환자였고 2명에서는 뇌전증 지속 상태(status epilepticus)
로 나타났다.15 뉴욕에 있는 병원의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

향적 다기관 연구에서는 4,491명 중 74명(1.6%)에서 발작이 있

었고 그중 절반 정도에는 과거 뇌전증이나 발작 병력이 없었다.16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306명 중 2명(0.7%)에서 

발작이 나타났고 두 명 모두 중증 COVID-19 환자였다.17 중증 

COVID-19 환자에서는 다른 중환자(critically ill patient)와 마찬

가지로 급성 증상성 발작(acute symptomatic seizure)이 발생할 

수 있다.18 COVID-19와 관련된 발열, 저산소증, 사이토카인 폭

풍(cytokine storm), 대사 장애(metabolic derangements) 자체가 

발작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과거 뇌병변이 있었던 환자에서도 새

로운 발작을 유발할 수 있다.19 

또한 COVID-19와 관련된 뇌염 이후 발생한 발작에 대한 다

양한 증례들도 보고되고 있다.20-22 그중 일부는 뇌척수액의 백혈

구 증가 혹은 뇌척수액에서의 SARS-CoV-2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되어 COIVD-19의 직접

적인 침범도 발작과 연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21 

Pellinen 등23은 중환자실에 입원한 111명의 COVID-19 환자

를 대상으로 지속 뇌파검사(continuous electroencephalography 

monitoring)를 시행하였는데, 57%에서 전반적 서파가, 30%에서 

뇌전증모양 방전(epileptiform discharge)이 관찰되었다. 8명(7%)

에서 발작이 있었으며 그중 3명은 과거 뇌전증이나 뇌 질환 병력

이 없었다. 또한 중증 COVID-19 환자들에서 뇌파의 주기적 방

전(periodic discharges) 및 뇌전증 지속 상태가 나타날 수 있

다.20,23,24 COVID-19 환자에서 뇌파 검사를 시행하는 적응증은 

의식 저하(61.7%), 발작 의심 증상(31.2%), 심정지(3.5%) 순이

었다.25 

뇌전증 발작은 일반적으로 COVID-19에서 흔하지는 않다. 그

Table 1. Summary of the neurological manifestations of COVID-19
Central nervous system Peripheral nervous system

Common Uncommon Common Uncommon
Headache, dizziness Seizure Myalgia Isolated cranial nerve palsy
Encephalopathy (hypoxic, septic, metabolic, etc.) Meningoencephalitis Anosmia/Ageusia Guillain-Barre syndrome

Miller Fisher syndrome
Stroke Acute disseminated encephalomyelitis Neuralgic pain Rhabdomyolysis

Acute hemorrhagic leukoencephalitis Myositis
Insomnia Cerebral venous thrombosis

COVID-19, coronavirus disease 2019.
Modified from Garg13 (Neurol India 2020;68:560-572) according to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러나 기존 뇌전증 혹은 뇌 질환 병력이 있거나 중증인 환자에서

는 앞서 말한 다양한 이유로 인한 발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COVID-19 신경친화성의 병태생리
(pathophysiology) 

SARS-CoV-2의 표면에는 특유의 왕관 모양을 구성하는 spike 

(S) 단백질이 존재하는데, 이 S 단백질이 숙주 세포의 수용체에 

결합하면서 침입하게 된다. 이러한 숙주 세포의 수용체로 안지오

텐신전환효소 2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2, ACE2)를 이

용하는데, ACE2는 구강과 비강 점막, 비인두, 폐, 위장관, 그리

고 뇌 세포에도 존재한다. 대뇌피질, 선조체(striatum), 뇌간 등의 

뉴런(neuron)과 아교세포(glia), 맥락 얼기(choroid plexus), 혈액-

뇌 장벽(blood-brain barrier)의 혈관 주위 세포(pericytes)에 

ACE2 양성 세포들이 발견되며, 이는 SARS-CoV-2의 직접적인 

표적이 될 수 있다(Fig. 1).7,26 

실제 COVID-19 환자의 뇌척수액 및 뇌 조직에서 SARS-

CoV-2가 발견되고 있다. 두통, 의식 저하 등 신경학적 증상으로 

뇌척수액 검사를 받은 304명의 COVID-19 환자 중 17명(6%) 

에서 SARS-CoV-2 PCR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났으며,27 

COVID-19로 사망한 환자의 뇌 부검 연구에서 SARS-CoV-2 

RNA나 단백질이 40명 중 21명(53%)에서 발견되었다.28 

또한 SARS-CoV-2와 ACE2의 결합은 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

가시킬 수 있다. 안지오텐신 II (angiotensin II)는 레닌-안지오텐

신계(renin-angiotensin system)에서 혈관 수축 및 손상, 혈전 형

성, 혈압 상승을 촉진시키는데, ACE2는 angiotensin II를 

angiotensin I-7으로 분해하여 이러한 유해 작용을 억제한다. 그

러나 SARS-CoV-2 감염으로 ACE2가 줄어들게 되면 이러한 보

호 작용이 줄어들면서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29 

현재 COVID-19와 관련된 수많은 심•뇌혈관 질환이 보고되고 

있고 이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또한 COVID-19으로 인한 저산소증은 뇌병증, 의식 저하를 

흔하게 초래하며, 다양한 염증 사이토카인 증가, 대사 장애, 패혈

증 및 패혈증 쇼크와 다기관 손상(multiorgan failure)으로 다양한 

신경학적 증상 및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4 앞서 말한 COVID-19 

환자의 뇌 부검 연구에서는 뇌 조직 및 뇌막에서 미세아교세포

(microglia)와 세포독성 T 림프구의 침윤(infiltration)이 관찰되었

다.27 COVID-19와 관련된 길랭-바래 증후군, 급성파종뇌척수염 

등의 존재는 SARS-CoV-2가 신경면역 반응을 촉진시킬 수 있음

을 시사한다. 

COVID-19가 뇌전증에 미치는 영향 

미국 질병관리예방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에서는 신경학적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 COVID-19의 중증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며,30 신경학적 질환이 있는 환자는 

COVID-19의 사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30,31 기존 뇌전증이 있

Fig. 1. Neurotropism of SARS-CoV-2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S protein, spike protein; ACE-2,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2; TMPRSS2 : transmembrane protease serine 2.
Reused from Chen et al.7 (J Neurol 2021;268:392-402) according to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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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환자는 COVID-19 감염 위험, 발병률 및 유병률이 뇌전증이 

없는 경우보다 높으며, COVID-19로 인한 입원, 중환자실 치료, 

사망 위험도 더 높았다.32-34 이를 설명할 이유는 명확하지는 않으

나, 뇌전증을 비롯한 신경학적 질환이 있는 경우 다른 기저 질환

들을 가진 경우가 많고, 고령이 많으며, 일부 환자들에서는 정상

적인 면역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32,33,35  

일부 뇌전증 환자들에서는 COVID-19 범유행 기간 동안 발작 

빈도가 증가하기도 하였다. 중국에서 2020년 2월에서 4월까지 

뇌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상자 1,237명 중 약 

8%에서 발작 빈도가 증가했다고 대답하였다.36 범유행과 관련된 

불안 및 신경증, 삶의 질의 감소, 항발작 약물의 감량 및 중단 등

의 영향이 있었다. 또 다른 중국 연구에서도 362명 중 31명

(8.56%)에서 발작 빈도가 증가하였고, 스트레스가 가장 큰 요인

이라고 대답하였다.37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시행한 설문에서는 

뇌전증 환자의 30%까지 발작 빈도가 증가하였고 스트레스 증가, 

항발작 약물 복용 충실도(adherence)의 감소, 수면 장애 등이 영

향 요인이었다.38 여러 연구에서 COVID-19 대유행이 뇌전증 환

자의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삶의 질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39-43 또한 COVID-19 감염에 의한 발열은 뇌전증 

환자의 발작을 악화시킬 수 있다.35 

이탈리아에서는 COVID-19로 인한 격리(quarantine)를 경험

한 102명의 뇌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발작 빈도의 변화를 조사하

였다.44 환자의 22.55%에서 격리 기간 동안 발작 빈도가 증가했

으며, 27.45%에서는 오히려 발작 빈도가 감소하였다. 발작 빈도

가 증가한 경우는 기존에 발작이 잘 조절되던 환자들이 많았고, 

빈도가 감소한 경우는 난치성 뇌전증인 경우가 많았다. 저자들은 

조절이 잘 되던 환자에서 발작 빈도가 증가한 이유로 격리 상황

과 관련된 스트레스의 영향을 꼽았고, 난치성 환자에서 발작이 

감소한 이유는 격리가 발작을 유발하는 다른 외적 요인들을 감소

시킨 것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COVID-19 치료제와 항발작 약물의 상호작용은 대부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일부 고려해야 될 사항들도 있다.45,46 중증 

COVID-19 환자에게 투약하는 렘데시비르(remdesivir; Veklury, 

Gilead Science, Foster City, CA, USA)의 경우 효소 유도(enzyme-
inducing) 약물에 의해 혈중 농도가 감소할 수 있어 해당 환자에

서는 렘데시비르의 혈중 농도 확인을 권유하고 있다(다만 현재 

국내에서는 검사가 불가능하다). 또한 중증 환자에서 많이 사용

하는 스테로이드는 효소 유도 약제와 서로 혈중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고위험군의 경증 COVID-19 환자에서 사용되는 레그

단비맙(regdanvimab; Regkirona, Celltrion, Incheon, Korea)은 

사이토크롬 P450 (cytochrome P450)을 통하지 않으므로 항발작 

약물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은 낮다. 

COVID-19의 사이토카인 폭풍 상황에서의 interleukin-6 (IL-

6) 증가는 사이토크롬 P450를 억제시킨다. 일부 환자들에서 사

용되는 토실리주맙(tocilizumab)의 경우 IL-6 감소에 따른 사이

토크롬 P450 활성의 변화로 항발작 약물 농도를 변화시킬 수 있

다. 비스테로이드 소염제(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NSAID)도 IL-6을 감소시키므로 증가, 감소가 반복되면서 사이

토크롬 P450 활성이 변할 수 있고, NSAID 혈중 농도도 효소 유

도 약물에 의해 감소할 수 있다. 이부프로펜(ibuprofen)은 phe-
nytoin, carbamazepine, valpr는ic acid의 자유(free) 농도를 증가

시킬 수 있다. COVID-19 환자의 발열 조절에 흔하게 사용되는 

정맥 내 파라세타몰(paracetamol)도 효소 유도 약물에 의해 혈중 

농도가 감소할 수 있다. 

COVID-19로 변화된 의료 환경은 원격 의료(telemedicine, re-
mote medicine)로의 이동을 가속화 하고 있다. 국제항뇌전증연

맹(International League Against Epilepsy, ILAE) 웹사이트에서 

2020년 4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한 설문에서 뇌전증 환

자의 약 28%가 의료 접근의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40% 정도의 

환자가 원격 의료를 경험했다고 대답하였다.47 뇌전증 치료 의료

진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COVID-19 범유행 전에는 약 

63.4%에서 원격 의료 경험이 있었으나 이후에는 83%가 영상을 

이용한 원격 의료 경험이, 42%가 전화를 이용한 원격 의료 경험

이 있다고 대답하였다.48 캐나다에서는 비디오를 이용한 가상 진

료(virtual care)가 뇌전증 환자의 외래 진료에 있어서 유용함을 

보고하였다.49 만성 뇌전증 환자의 진료에서는 신체 검진이 필수

적이지 않기 때문에 원격 진료에 좀더 용이할 수 있다.50 현재 국

내에서도 원격 의료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범유행 상황

이 해소되더라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뇌전증 환자

의 적절한 원격 의료를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뇌전증 환자에서의 COVID-19 백신 

COVID-19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SARS-CoV-2 백신의 개발

이 신속하게 진행되어 현재 국내에서 바이러스 벡터 백신, mes-
senger RNA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의료진 및 기저 

질환을 가진 환자들로부터의 COVID-19 백신에 대한 문의와 우

려도 많은 상황이다. 뇌전증의 경우에도 557명의 환자들을 대상

으로 시행한 설문에서 30% 정도가 백신 접종을 꺼린다고 하였고, 

그 이유로는 발작 악화에 대한 걱정이 가장 많았다(Fig. 2).51 최근 

중국에서 조사한 연구에서도 뇌전증 환자(42%)는 다른 정신질환

(84%)이나 건강한 대조군(93%)에 비해 백신 접종률이 낮았고, 난

치성 뇌전증 환자들이 조절되는 뇌전증 환자에 비해 유의하게 접

종률이 낮았다.52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약 74% 정도

만이 뇌전증 환자에게 백신 접종을 추천하겠다고 하였다.53 

그러나 실제 COVID-19 백신 접종을 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차 접종을 한 54명 뇌전증 환자(18세 이상) 중 1명만

이 발작이 악화되었고, 30% 정도에서 두통, 피로, 발열 등 일반



적인 백신 부작용만이 있었다. 5 4 다른 설문 연구에서는 

COVID-19 백신을 맞은 82명의 뇌전증 환자(16세 이상) 중 5명

(6.1%)만이 발작 빈도가 증가했다고 응답하였다.55 한 명에서는 

뇌전증 지속 상태가 나타났는데, 백신 접종 이후 3일간 발열이 

있었다고 하였다. 다른 설문 연구에도 204명의 뇌전증 환자 중 

19명(9.3%)만이 백신 접종 후 발작 빈도가 증가했다고 대답하

였다.52 

현재까지 연구는 제한적이나 뇌전증 환자에서 백신 접종 시 부

작용이 특별히 높거나 발작을 유의하게 악화시키지는 않는 것으

로 보인다. ILAE에서도 뇌전증 환자는 COVID-19 감염 및 합병

증 위험이 백신 부작용보다 훨씬 높으므로 접종을 권장하고 있

다.56 백신이 발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발열이 발작 역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접종 후 

48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을 권유하였다. 앞서 말한 대로 뇌전증 

환자는 COVID-19 감염 위험이 더 높으며, 특히 고령이거나 정

신 지체 및 다른 뇌 질환이 있는 경우 COVID-19 감염 위험 및 

중증 질환으로 진행될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권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32-34 

결론

COVID-19 범유행은 사회, 경제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의료 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COVID-19는 그 자체로 

뇌전증 발작을 비롯한 다양한 신경학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

며, 기존 뇌전증 환자는 COVID-19의 감염 및 중증 위험이 높다. 

또한 범유행은 뇌전증 환자의 원격 의료를 포함한 치료 접근성, 

발작 빈도의 변화, 삶의 질 및 심리적 스트레스, 약물 순응도 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뇌전증을 치료하는 의료진은 적절한 지식

을 가지고 환자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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