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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본본본 논논논문문문이이이 완완완성성성되되되기기기까까까지지지 이이이끌끌끌어어어 주주주시시시고고고 많많많은은은 가가가르르르침침침을을을 주주주신신신
차차차병병병호호호 교교교수수수님님님께께께 진진진심심심으으으로로로 감감감사사사드드드립립립니니니다다다 . . . . 부부부족족족한한한 논논논문문문에에에 조조조언언언
을을을 아아아끼끼끼지지지 않않않으으으시시시며며며 격격격려려려해해해 주주주신신신 이이이해해해용용용 교교교수수수님님님 , , , , 김김김현현현수수수 교교교수수수
님님님께께께 감감감사사사를를를 드드드립립립니니니다다다 . . . . 언언언제제제나나나 곧곧곧은은은 마마마음음음으으으로로로 올올올바바바른른른 길길길을을을 가가가
야야야한한한다다다는는는 큰큰큰 가가가르르르침침침을을을 주주주신신신 소소소아아아과과과학학학교교교실실실 교교교수수수님님님들들들께께께도도도 심심심심심심한한한
감감감사사사의의의 마마마음음음을을을 전전전합합합니니니다다다 . . . . 또또또한한한 같같같은은은 뜻뜻뜻 , , , , 한한한 마마마음음음으으으로로로 함함함께께께 고고고생생생
하하하며며며 , , , , 항항항상상상 든든든든든든한한한 힘힘힘이이이 되되되어어어주주주는는는 소소소아아아과과과 의의의국국국원원원들들들에에에게게게 언언언제제제나나나
감감감사사사합합합니니니다다다 . . . . 

같같같은은은 배배배의의의 한한한 쪽쪽쪽 노노노를를를 쥐쥐쥐고고고 견견견실실실한한한 힘힘힘이이이 되되되어어어주주주는는는 아아아내내내에에에게게게
고고고맙맙맙다다다는는는 말말말 전전전합합합니니니다다다 . . . . 마마마지지지막막막으으으로로로 , , , , 어어어려려려움움움이이이 있있있을을을 때때때마마마다다다 인인인생생생
의의의 조조조언언언자자자로로로써써써 당당당신신신들들들의의의 사사사랑랑랑과과과 희희희생생생을을을 아아아까까까워워워하하하지지지 않않않으으으신신신 부부부
모모모님님님께께께 진진진심심심으으으로로로 감감감사사사드드드립립립니니니다다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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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급급급성성성 위위위장장장관관관염염염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열열열성성성 경경경련련련과과과 양양양성성성 경경경련련련의의의
임임임상상상양양양상상상 및및및 예예예후후후

급성 위장관염은 소아 연령에 있어 열성 경련과 양성 경련의 원인이 된다 . 열
성경련은 중추신경계 감염 이외의 원인에 의한 열로 발생하는 경련을 이르며 급
성 위장관염이 흔한 원인이 된다 . 양성 경련은 급성 위장관염을 동반한 무열성 경
련으로 1982년 일본의 Morooka에 의해 정의 되었다 . 본 저자들은 급성 위장관염
에 의한 열성 및 양성 경련의 임상적 특징 및 예후를 비교 분석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원주기독병원 소아과에 2000년 1월부터 2004년 12월
까지 급성 위장관염으로 경련이 발생한 65명의 환아를 양성 경련군 (36명 )과 열성
경련군 (29명 )으로 분류하여 , 두 군 사이에 발병 연령 , 성별 , 경련의 빈도와 지속시
간 , 혈중 전해질 및 말초혈액 백혈구 수 , 뇌척수액 검사소견 , 뇌파검사 소견을 비
교하였고 , 발병 후 최소 6개월 이상의 추적관찰 기간 동안 경련성 질환의 발생 여
부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 

양성 경련군의 발병 연령은 18.4±4.9개월이었으며 남아 15명 , 여아 21명 이었
다 . 열성 경련군의 발병 연령은 15.7±8.4개월이었으며 , 남아 12명 , 여아 17명  이었
다 . 두 군 사이에 연령의 차이는 없었다 . 경련의 양상은 두 군 모두 전신 발작의
형태였고 , 양성 경련군에서는 강직 발작 19례(52.8%), 강직-간대 15례(41.7%), 간대
발작 2례 (5.6%)였다 . 열성 경련군에서는 강직 발작 12례 (41.4%), 강직-간대 14례
(48.3%), 무긴장성 2례(6.9%), 간대 발작 1례(3.4%)였다 . 경련의 빈도는 양성 경련군
이 1.97±1.29회 , 열성 경련군이 1.89±1.64회로 ,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 . 경련의 지속 시간은 양성 경련군에서 2.96±2.28분 , 열성 경련군은 5.3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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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으로 ,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 뇌파검사는 양성 경련군 , 열성 경련
군에서 각각 29명 , 16명에게 시행되었고 , 모두 정상 소견이었다 . 평균 24.1±12.7개
월의 추적 관찰 기간 동안에  양성 경련군에서 4명 (11.1%)은 단순 열성 경련으로 , 2

명 (5.6%)은 양성 경련의 형태로 , 1명 (2.8%)은 전신성 강직-간대 발작으로 재발 하
였고 , 열성 경련군에서 3명 (10.3%) 모두 단순 열성 경련의 형태로 재발 하였고 , 두
군 사이에 경련 재발에 대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 대변 로타바이러스 항원 검사
양성은 양성 경련군에서 12례(33%)였으며 , 열성 경련군의 경우 4례 (13.8%)로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양성 경련군의 말초혈액 백혈구 수는
9041±4435×10

9개 /L, 열성 경련군은 10832±4206×10
9개 /L로 두 군 사이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 양성 경련군의 혈중 나트륨 농도는 134.1±3.2 mmol/L, 열성 경련
군은 134.4±4.7 mmol/L으로 , 두 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

본 연구 결과 급성 위장관염에 의한 열성 경련과 양성 경련의 임상적 특징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 양성 경련의 경우에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급성위장관염
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 추적 검사 기간 동안 두 군 모두 특별한 신경학
적 이상이 없는 양호한 경과를 보였다 . 

핵심되는 말 : 급성 위장관염 , 경련 , 임상 양상 , 예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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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급급성성성 위위위장장장관관관염염염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열열열성성성 경경경련련련과과과 양양양성성성 경경경련련련의의의
임임임상상상양양양상상상 및및및 예예예후후후

<<<<지지지도도도 차차차 병병병 호호호 교교교수수수>>>>

연연연세세세대대대학학학교교교 대대대학학학원원원 의의의학학학과과과
최최최 환환환 석석석

ⅠⅠⅠⅠ. . . . 서서서 론론론

열성 경련은 생후 6개월에서 6세 사이에 발생하는 경련성 질환 중 가장 흔한
형태로 양성 경과를 특징으로 한다 1-4)

. 그 원인으로는 중추신경계 감염을 제외하고  

발열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감염성 원인들이 있고 , 그 중에서도 급성 위장관염
은 상기도 감염에 이어 열성 경련의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다 5)

. 

반면 양성 경련은 경련성 질환의 경험이 없는 6개월에서 3세 사이의 건강하던 환
아가 경한 위장관염 증상과 동반되어 무열성의 전신성 경련을 보이는 경우로
1982년 일본의 Morooka

6)
 에 의해 처음으로 기술되었다 . 양성 경련의 경우 경련은

군집을 이루고 뇌파검사를 포함한 검사 소견은 정상이며 양성 경과를 보이는 것
이 특징이다 7,8)

. 급성 위장관염과 관련된 양성 경련의 원인에 대해서는 로타 바이
러스와의 관련성에 대한 몇몇 연구가 있었으나 아직 그 원인에 대해서는 잘 알려
진 바가 없다 9-11)

. 양성 경련의 임상 양상에 대한 연구에서 비유발성 경련의 발생
이나 간질로의 이환이 증가하는 보고는 현재까지 없다 12-14)

.

본 연구는 급성 위장관염에 의해 발생하는 열성 경련과 양성 경련의 임상 양상
및 예후를 비교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고자 시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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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 . . 대대대상상상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 1. 1. 1. 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부속 원주기독병원 소아과에 2000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경련을 주소로 입원치료 한 환자 1115명 중 급성 위장관염이 경련의 원
인이었던 환아 65명을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통한 후향적 연구를 시행 하였다 .

급성 위장관염에 의한 열성 경련군은 다른 발열 원인이 없으면서 설사 , 구토의
위장관염 증상과 발열이 동반되며 경련이 발생한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 양성 경련
군은 위장관염 증상이 있으나 발열이 없고 일반 혈액 검사나 전해질 검사 소견
상 이상이 없으면서 경련이 발생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7,8)

. 

급성 위장관염에 의한 열성 경련 및 양성 경련의 임상 양상을 비교하기 위해
발생 연령 , 성별 , 경련의 형태와 빈도 및 지속 시간 , 일반 혈액 검사 , 혈중 전해질
검사 , 뇌척수액 검사 , 뇌파 검사 , 로타바이러스 항원 검출 여부 , 과거력과 가족력
에 대한 자료를 의무 기록을 검토하여 비교 하였다 .

예후 및 경과를 보기위해 입원 치료 후 최소 6개월 이상의 추적관찰 동안 경련
성 질환의 재발이나 다른 신경학적 후유증이 있었는지를 의무 기록 및 전화 통화
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 

2. 2. 2. 2. 통통통계계계 분분분석석석

두 군 간의 통계 분석은 SPSS 12.0 for Windows(SPSS Inc., USA)를 사용하였으
며 , independent samples t-test, Chi-square test 을 시행하였다 . 

발생 연령 , 검사 소견 수치 , 경련의 발생 빈도 및 지속 시간은 평균값과 표준
편차로 표시하였고 ,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규정하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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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결결결 과과과

1. 1. 1. 1. 역역역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대상 환아 65명 중 열성 경련군은 29명(44.6%), 양성 경련군은 36명(55.4%) 이었
다 . 열성 경련군의 평균 연령은 15.7±8.4개월 , 양성 경련군은 18.4±4.9개월로 두
군 간의 평균 연령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12).

대상 환아의  남녀 비는  열성 경련군이 1:1.4, 양성 경련군은 1:1.4로 두 군 간의
성비에는 통계학적 유의성이 없었다 (P=0.98)(Table 1).

경련성 질환의 가족력은 열성 경련군이 4명(13.8%), 양성 경련군이 3명(8.3% )이
었다 . 

2. 2. 2. 2. 임임임상상상 양양양상상상

경련의 양상은 두 군 모두 전신 발작의 형태를 보였다 . 열성 경련군에서는 전
신성 강직-간대 발작이 14례(48.3%)로 가장 많았고 , 강직 발작 12례(41.4%) , 무긴
장성 2례(6.9%), 간대 발작 1례(3.4%) 순이었다 . 양성 경련군에서는 전신성 강직 발
작 19례(52.8%)로 가장 많았고 , 강직-간대 15례(41.7%), 간대 발작 2례(5.6%)였다 .

대상 환아 경련의 빈도는 열성 경련군이 평균 1.89±1.64회였으며 , 양성 경련군
이 1.97±1.29회로 두 군 사이의 경련의 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83).

경련의 지속 시간은 열성 경련군이 평균 5.32±6.85분의 지속 시간을 보였고 , 

양성 경련군은 평균 2.96±2.28분으로 두 군 간의 경련 지속 시간에는 통계학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08)(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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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검검검사사사 소소소견견견

일반 혈액 검사에서 열성 경련군의 말초혈액 백혈구수는 10832±4206×10
9개 /L 

였고 , 양성 경련군은 9041±4435×10
9개 /L 로 두 군 간의 통계학적 차이는 없었다

(P=0.1).

전해질 검사에서 혈중 나트륨 농도는 열성 경련군에서 134.4±4.7 mmol/L, 양성
경련군에서 134.1±3.2 mmol/L로 두 군 간의 차이는 없었다 (P=0.8).

대변 내 로타바이러스 항원 검사는 53명 (열성 경련군 27명 , 양성 경련군 26명 )

이 시행하였으며 , 양성률은 열성 경련군이 4명(13.8%), 양성 경련군이 12명 (33.3%)

으로 대변 내 로타바이러스 항원 양성률은 양성 경련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높았다(P=0.004)(Table 3). 대변 배양 검사에서 열성 경련군에서는 1명(3.4%)에
서 살모넬라 D군이 동정되었고 , 양성 경련군은 동정된 균이 없었다 .

뇌파검사는 모두 45명 (열성 경련군 16명 , 양성 경련군 29명 )이 시행하였으며 , 모
두 정상 뇌파 소견을 보였다 . 

뇌척수액 검사는 모두 24명 (열성 경련군이 18명 , 양성 경련군 6명 )이 시행하였
으며 , 모두 정상이었다 . 

발병 연령이 생후 6개월 미만이거나 경련의 회수가 5회 이상 , 혹은 경련의 시
간이 30분 이상이어서 뇌 전산 단층 촬영이나 뇌 자기공명 영상 검사를 시행 받
은 환아가 10명 (열성 경련군 4명 , 양성 경련군 6명 )으로 , 모두 정상 소견을 보였다 .

4. 4. 4. 4. 경경경과과과 및및및 예예예후후후

대상 환아 중 2명을 제외한 63명은 추적 관찰이 가능하였다 . 추적 관찰 기간은  

7개월부터 59개월 이었으며 , 열성 경련군의 평균 추적 관찰 기간은 26.2±10.2개
월 이었고 , 양성 경련군은 평균 22.4±14.3개월 이었다 .

추적 관찰 기간 내에 양성 경련군에서 4명 (11.1%)은 단순 열성 경련으로 , 2명
(5.6%)은 양성 경련의 형태로 , 1명 (2.8%)은 전신성 강직-간대 발작으로 재발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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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 열성 경련군 3명 (10.3%)은 모두 단순 열성 경련의 형태로 재발 하였다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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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 . . 고고고 찰찰찰

경련은 소아 연령군의 약 10%에서 발생하는 흔한 소아기 질환이다 . 소아기 경
련은 대부분이 뇌 이외의 부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증후성 경련이고 , 그
원인으로는 고열 , 감염 , 실신 , 두부 외상 , 저산소증 , 독극물 중독 및 심부정맥 등이
있다 15)

.

소아기 증후성 경련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열성 경련은 6개월에서 5세
사이의 소아에서 중추 신경계 감염의 증거가 없이 발열을 동반하며 경련을 보이
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신경학적 예후는 양호하다 3,15)

. 발열을 일으킬 수 있는 감
염성 원인들이 모두 원인이 될 수 있지만 , 그 중에서도 상기도 감염과 급성 위장
관염은 대표적인 열성 경련의 원인이다 5)

.

1982년 일본의 Morooka
6)에 의해 경한 급성 위장관염과 동반된 양성 경련이 처

음 보고된 이래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권 국가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 

최근 유럽 12)에서도 이 질환에 대한 인식과 연구가 늘어나면서 급성 위장관염이 증
후성 경련의 중요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 Huang 등 16)은 36개월 미만의 소아에서
증후성 경련의 원인을 급성 위장관염 , 뇌염 , 뇌증 , 두개 내 출혈 , 세균성 뇌수막염
순으로 보고하고 있다 . 

급성 위장관염과 동반된 양성 경련은 첫째 , 주로 6개월에서 3세 사이의 건강했
던 소아에서 위장관염의 증상과 함께 무열성 전신성 경련이 발생하며 , 둘째 , 경련
이 군집을 이루는 양상이 흔하고 , 셋째 , 혈중 전해질 , 혈당 , 뇌척수액 검사 등이
모두 정상이며 , 넷째 , 정상 뇌파 소견을 보이면서 , 다섯째 , 매우 양호한 신경 발달
학적 예후를 보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7,13)

. 첫째와 둘째를 열성 경련과의 다른
점이라고 말할 수 있고 호발 연령은 서로 비슷하다 . 경련을 보이는 환아가 위장관
염 증상이 있으면서 발열이 없다면 항경련제의 투여가 필요 없는 양성 경련일 가
능성이 크므로 이 질환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겠다 . 

양성 경련은 대부분 여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12,13,17,18)
 그렇지 않은

보고도 있어 7,14)
, 이것이 실제로 질환에 대한 성감수성을 의미한다고 단언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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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표본들이 작아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다 . 본 연구에서 양성 및 열성
경련군의 성비는 모두 1:1.4 로 여아가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양성 경련의
발생 연령은 주로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2,13)

. 

본 연구에서도 양성 경련군 환아 중 92%가 이 범위에 속함으로써 열성 경련의 호
발 연령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 다른 연구 19,20)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

열성 경련이 유전적 감수성이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 의해서 증명되었고 21-23)
. 

양성 경련군에서도 7%의 환아가 열성 경련의 가족력을 보이며 , 6%가 무열성 경련
의 가족력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 13)

. 본 연구에서는 양성 경련군 환아 중 3명 (8%)이
열성 경련의 가족력이 있었으나 유전적 경향의 유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양성 경련에서 경련의 형태는 결신 발작이나 복합 부분 발작을 보였다는 보고
도 있으나 12,13)

 대부분의 경우 전신성 발작의 형태로 나타난다 7,12-14)
. 본 연구에서도

모든 환아가 전신성 발작의 형태를 보였다 . 양성 경련에서 경련의 지속 시간은 대
부분 5-10분 이내로 보고되고 있고 12,13)

, 본 연구도 양성 경련군에서는 10분 이상의
지속된 경우는 없었으나 , 열성 경련군에서는 15분 이상의 경련 지속 시간을 보인
경우가 4례 (13.8%) 있었고 , 그 중 1례는 30분 이상의 경련을 보였다 . 양성 경련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경련이 군집을 이루어 다발성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 이전
연구들에 의하면 2회 이상의 경련을 하는 환아들이 47-75%에 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7,13,25)

. 본 연구에서는 2회 이상의 경련을 보인 환아는 양성 경련군 36명 중 18

명 (50%)이었고 , 24시간 이내에 6회의 경련을 보인 환아도 한 명 있었다 . 본 연구에
서는 급성 위장관염에 의한 열성 경련군에서도 2회 이상 경련을 보인 환아가 10

명 (34%)으로 양성 경련군과 통계학적 차이가 없었다 . 물론 보고되고 있는 복합 열
성 경련의 빈도 (9-35%)를 고려해야 하나 2,26,27)

, 급성 위장관염에 의한 열성 경련이
양성 경련처럼 다발성의 경련을 유발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이렇게 양성
경련군은 여러 차례의 경련이 이어지는 특징을 보이므로 항경련제의 사용이 고려
되어 왔다 . 경련이 군집을 이루는 급성기에만 항경련제를 사용하고 경련의 조절이
잘 되어 간헐적 혹은 장기적인 투여가 필요치 않았다는 보고와 7)

, 약 반 수에서 항
경련제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다 8,13,28)

. 본 연구에서는 15명 (42%)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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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zepam이나 phenobarbital을 투여 받았으며 장기적인 투약은 없었다 . 경련의 시
간이 길지 않고 , 대부분 24시간 안에 경련의 다발성이 없어지며 , 신경 발달학적
이상이 발견되지 않고 , 재발이나 간질로의 이환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현재는 항경
련제의 투여가 없어도 된다고 여겨지고 있다 12,13)

. 본 연구에서는 4명 (11.1%)의 양
성 경련 환아에서 열성 경련으로의 재발을 관찰하였으나 이것은 전체 소아 인구
의 열성 경련 유병율과 비슷하므로 항경련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

본 연구에서 말초혈액의 백혈구수와 혈중 나트륨 농도 , 뇌척수액 검사 소견 , 뇌
파 검사 , 신경 영상 검사는 서두에서 언급한 위장관염과 동반된 양성 경련의 정의
에 합당하게 모두 정상 이었다 . 대변 내 로타바이러스 항원 양성은 열성 경련군
(13.8%)에 비해 양성 경련군(33.3%)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 양성 경련군에서 로타바
이러스 항원 양성율은 50-67%까지 보고되고 있다 12-14)

. 로타바이러스 위장관염에서
경련의 발생률을 적게는 2-6%에서 많게는 11%까지 보고된다 11,29)

. 환자의 혈액이나
뇌척수액에서 로타바이러스 항원이 검출된 보고는 있지만 로타바이러스에 의해
경련이 유발되는 기전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고 8,30)

, 양성 경련의 43%가 통증이
나 울음에 반응하여 유발된다는 보고도 있다 13)

. 양성 경련을 유발하는 위장관염을
일으키는 원인체는 바이러스 외에 알려진 세균으로 Salmonella, Shigella, E. coli, 

Campylobacter 등이 있다 31,32)
. 본 연구에서는 열성 경련을 보였던 한 명의 환아에

서 Salmonella D군이 동정되었다 . 최근에는 Small Round structured Virus(SRSV, 

Norwalk-like virus)가 로타바이러스와 비슷한 다발성 경련을 유발한다는 보고도
있다 8,13)

.

발병 후 경련성 질환의 재발 여부에 대한 추적 관찰 결과 9%가 급성 위장관염
과 동반된 양성 경련으로 재발한 경우를 보고했으며 13)

, 어떠한 경련성 질환도 추
적 기간 동안 관찰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매우 양호한 예후를 보인다 7,12)

. 

본 연구에서는 양성 경련군 환아 중 2명 (5.6%)이 추적 관찰 기간 중 양성 경련을
재경험 하였고 , 한 명의 환아가 전신성 강직-간대 발작을 경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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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 . . 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에서는 소아에서 급성 위장관염이 일으킬 수 있는 경련의 임상 양상과
예후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1. 급성 위장관염을 동반한 경련은 열성 , 양성 경련군 모두 전신성 경련을 특징
     으로 한다 .

2. 두 군 사이의 역학적 특성 , 임상 양상 , 경련성 질환의 과거력 및 검사 소견
     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 대변 내 로타바이러스 항원 검출이 양성 경련
     군에서 의미 있게 증가한 것으로 보아 로타바이러스가 양성 경련과 관련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

3. 두 군 모두 매우 양호한 예후를 보여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4. 두 군 간의 경련 빈도에 차이가 없는 결과는 급성 위장관염에 의한 열성 경
     련도 양성 경련과 마찬가지로 다발성 경련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시
     사하나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급성 위장관염에 의한 양성 경련과 열성 경련은 예후가 양호한 것으로 잘 알려
져 있으나 아직까지 양성 경련에 대하여는 더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한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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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ute gastroenteritis is one of the causes of febrile seizure and benign 

seizure in children. In 1982, Morooka defined benign seizure as afebrile seizure 

accompanied by acute gastroenteritis, and its prognosis was known to be 

favorable.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find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prognosis of convulsions by acute gastroenteritis.

From January 2000 to December 2004, sixty five pediatric patients who 

suffered convulsion from acute gastroenteritis were classified into benign seizure 

(36 patients) and febrile seizure (29 patients) in Wonju Christian Hospital, Yonsei 

University Wonju College of Medicine. We compared the  age of onset, sex, 

frequency and duration of convulsion, blood electrolytes and peripheral white 

blood cell count, finding of cerebrospinal fluid examination, and 

electroencephalogram between the two groups. In addition, we retro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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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ed their occurrence of convulsive disease for 7 to 59 months after the 

first attack. 

The benign seizure group consisted of 15 boys and 21 girls with an average 

age of 18.4±4.9 months. The febrile seizure consisted of 12 boys and 17 girls 

with an average age of 15.7±8.4 months. There was no difference of age 

between the two groups. The pattern of convulsion was generalized seizure in 

both groups. In the benign seizure group, there were 19 cases of tonic seizure 

(52.8%), 15 cases of tonic-clonic seizure (41.7%), and 2 cases of clonic seizure 

(5.6%). In the febrile seizure group, there were 12 cases of tonic seizure (41.4%), 

14 cases of tonic-clonic seizure (48.3%), 2 cases of atonic seizure (6.9%), and 1 

case of clonic seizure (3.4%). The frequency of convulsion was 1.97±1.29 for the 

benign seizure group and 1.89±1.64 for the febrile seizure group,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The duration of convulsion 

was 2.96±2.28 minutes for the benign seizure group and 5.32±6.85 minutes for 

the febrile seizure group,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A electroencephalogram was applied to 29 and 16 patients for the 

benign seizure group and the febrile seizure group, respectively, and 

electroencephalogram findings were normal in both groups. During the average 

follow-up period of 24.1±12.7 months, 4 patients (11.1%) in the benign seizure 

group experienced febrile seizure and 2 patients (5.6%) had benign seizure, 

whereas 3 patients (10.3%) in the febrile seizure group experienced simple 

febrile seizure. There were 16 cases of positive response to the antigen test for 

stool rotavirus, and 12 of them (75%) belonged to the benign seizure group. The 

number of peripheral white blood cells for the benign seizure group was 

9041±4435×10
9
/L, and 10832±4206×10

9
/L for the febrile seizure group, so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The concentration 

of sodium in serum was 134.1±3.2 mmol/L for the benign seizure group, and 

134.4±4.7 mmol/L for the febrile seizure group,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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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Convulsions accompanied by acute 

gastroenteritis were all generalized seizures. 

The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benign seizure group and the febrile 

seizure group revealed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the prognosis of both groups were favorable and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Key words : acute gastroenteritis, convulsions, clinical features, progn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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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두 군 간의 역학적 특성 비교
열열열성성성 경경경련련련군군군  양양양성성성 경경경련련련군군군

P
(n=29) (n=36)

나나나이이이 ((((개개개월월월 ))))

   평균±표준편차   15.7±8.4   18.4±4.9 0.12

    범위 4-36 4-36

성성성별별별
    남 /여 12/17 15/21

    남% 42.5 46.1 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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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두 군 간 경련의 양상 , 빈도 , 지속 시간 비교

* 24시간 안에 발생한 경련의 횟수
** 각 각의 경련에 대한 평균 지속 시간

  열성 경련군 양성 경련군 P

전신 강직 12례 (41.4%) 19례 (52.8%) 0.36

전신 강직-간대 14례 (48.3%) 15례 (41.7%) 0.59

전신 간대    1례 (3.4%)  2례 (5.6%)

무긴장성    2례 (6.9%)

빈도 *
1.89±1.64   1.97±1.29 0.83

지속 시간 **
5.32±6.85   2.96±2.28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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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두 군 간의 검사 소견 비교

* 10
9
/L

** mmol/L

*** 대변 내 로타바이러스 항원이 검출 된 환아의 수

열성 경련군    양성 경련군 P

말초혈액 백혈구수 *
 10832±42106  9041±4435 0.1

혈중 Na 농도 **
 134.4±4.7  134.1±3.2 0.8

로타바이러스 ***
4례 (13.8%)     12례 (3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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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두 군 간 경련성 질환의 재발 수와 양상 비교
열성 경련군 양성 경련군 P

재 발 3례 (10.3%) 7례 (19.4%) 0.31

재재재발발발의의의 형형형태태태
열성 경련 3례 (100%) 4례 (57%)

양성 경련 2례 (29%)

강직-간대 발작     1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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