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아의영아의영아의영아의 발작발작발작발작  (Seizures in the Infant) 

 

신생아의신생아의신생아의신생아의 발작발작발작발작 

신생아 발작은 대개 첫 이틀 동안 일어난다. 이는 출산의 극심한 스트레스, 갑작스런 화학적 불균형과 

감염 때문일 수 있다. 때로는 뇌의 전기회로의 일시적 불안정성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이는 시간 경과에 

따라 나아지곤 한다. 출생 조금 뒤에 일어나는 이 발작은 양성 신생아 발작이라 불리며 가족들이 이런 

경향을 물려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발작은 뇌의 선천적인 비정상 때문일 수 있다. 
 

신생아의 발작의 임상적 특징은 매우 다양하고 인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발작은 종종 본래 

반복적이고 a)두 눈, 한 팔 또는 두 팔이나 한 다리 또는 두 다리의 율동적인 움직임; b)몸쪽으로 빠르게 

팔다리 구부리기; c)갑작스런 몸의 경직성 증가나; d) 갑작스럽고 돌연한 움직임으로 이루어 진다. 
 

아기가 잠잘 때 흔히 빠른 안구운동이나 몸을 경련할 때가 있다. 이 몸의 경련을 양성 수면 간대성 

근경련증이라 한다. 비정상적 움직임이 간질 발작 때문이라면 아이를 움직이거나 건드리거나 안아서 

움직임을 멈출 수 없다. 
 

걱정스러운 행동 양식을 가정의, 소아과 전문의, 공중 보건 간호사와 상의하라. 

 

영아의영아의영아의영아의 발작발작발작발작  

원인 

영아기는 간질 발작이 가장 흔한 시기이다. 영아기에 생기는 발작의 가장 흔한 원인은 열성 경련이다. 

대략 20명 중 1명의 아이가 열성 경련을 한다. 이 경련은 대개 5세 이전에 멈추고, 나중에 간질을 앓을 

위험은 정상인보다 아주 조금 클 뿐이다. 이 아이들은 다른 남매만큼 학교생활을 잘 하며 치료가 

일반적으로 필요치 않다. 
 

열 없이 발작을 하는 영아는 정상적인 시기에 발달의 중요단계에 도달하고 뇌막염이나 뇌 부상 같은 

중대한 뇌 질환이 없으면 대개 잘 자랄 것이다. 아이의 발달이 지체되거나 중추신경마비 같은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 있으면 간질은 거의 매번 뇌의 이상에 기인하며,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대략 20명 중 1명의 어린이 간질환자는 여러 유형의 발작을 하는 심한 간질을 앓고 있다.  이 덜 흔한 

유형의 간질은 신경학적 발달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따라서 소아과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를 

만나야 한다. 

 

치료 

발작이 있던 영아 중 30~50%만이 두 번째 발작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첫 발작 후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는 드물다. 정말로 열성 경련만 있었던 영아는 발작이 15분 이상으로 길지 않았다면 거의 대개 

약물로 치료하지 않는다. 
 

약물을 복용할 경우 처음에 저용량으로 시작해 서서히 증량하면 부작용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부작용은 현저하게 다양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어린이는 부작용 없이 치료될 수 있다. 아이가 약물 

복용 시작 후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항상 약의 부작용 때문인가 생각하고 의사에게 문의해야 한다. 
 

어린 아이에게는 약물을 종종 하루 두 번 먹인다. 알약은 바수어 소량의 음식(한 차 숟가락 미만)에 

뿌릴 수 있다. 이는 아이가 배고픈 식사 시작 때 줘야 한다. 여러 가지 약을 줄 경우 약이 쏟아지거나 안 

먹는 경우를 대비 각각 주어야 한다. 영아가 분유나 모유만 먹으면 알약을 바수어 소량의 액체와 섞어  



 

젖병 꼭지나 작은 주사기에 넣어 아이 입 옆쪽으로 줄 수 있다. 약이 병 벽에 달라 붙을 수 있고 약물을 

모두 삼켰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약물을 병에 넣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일부 항경련제는 물약이다. 

종종 이 물약은 잘 흔들어야 하고 유효기간이 한 달 이내이다. 의사와 어떤 형태의 약이 아이에게 제일 

알맞은지 의논해야 한다. 
 

약 복용을 중단할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약으로 발작이 빨리 조절되고 영아가 정상적으로 

발달하면 발작 없이 일년이 경과한 후 약물 중단을 시도해 볼 수 있다. 뇌파검사가 약물 중단으로 

발작이 다시 일어날 위험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약물 중단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서서히 

줄여 나가야 한다.  
 

수면 중 발작이 일어날 수 있지만 생명에 위험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관심관심관심관심 있을있을있을있을 웹사이트웹사이트웹사이트웹사이트:  

www.epilepsy.com/learn/seizures-youth/about-newborns-and-infants   

(이 웹페이지에는 영아 발작의 치료와 검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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