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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실신과 발작 환자에서 혈청 Neuron Specific Enolase의 변화 

 

실신과 발작은 임상 양상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 실제 

임상에서 감별 진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혈청 

neuron specific enolase (NSE)는 신경세포 세포질과 

신경내분비 세포가 분화하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는 표지자로서 

신경세포가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다양한 신경학적 질환에서 

증가한다고 알려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실신과 발작 환자에서 

혈청 NSE 농도를 측정하여 두 질환 환자에서 감별 진단에 

도움이 되는지를 비교하였다. 52명의 발작 환자군과 42명의 

실신 환자군 및 91명의 정상군이 대조군으로 본 연구에 

포함되었다. 각 군에 있어 혈청 NSE 농도는 발작군의 경우 

14.97±7.57 ng/ml, 실신군의 경우 10.15±3.22 ng/ml, 

정상군의 경우 10.03±1.28 ng/ml로 측정이 되었다. 상기 

결과에서 발작 환자군의 경우 혈청 NSE 농도가 실신 및 

정상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었으나 

실신군은 정상군과 차이가 없었다. 본 결과를 통하여 발작에 

의하여 신경세포 손상이 발생하지만 실신에 의하여서는 손상이 

거의 없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혈청 NSE 농도의 

차이는 두 유사한 질환의 감별 진단에 보조적인 검사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핵심되는 말 : 실신, 발작, 혈청 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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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신과 발작 환자에서 혈청 Neuron Specific Enolase의 변화 

 

<지도교수 김 원 주>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이 승 엽 

 
 

Ⅰ. 서론 

실신과 발작은 비슷한 임상 양상을 보일 경우가 많으나, 서로의 

병인은 달라 실신의 경우 뇌로의 저혈류가 주된 원인이나 발작의 

경우에 뇌의 비정상적 방전이 주된 원인으로 생각된다.1-4 때때로 

상기 두 질환은 서로 구별되는 뚜렷한 임상 증상을 보여 감별 진단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경우도 있어, Sheldon 등의 연구에 따르면 

정확한 병력 청취 및 이에 따른 문진표가 실신과 발작을 구분하는데 

94%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가진다고 보고된 바도 있다.5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 병력 청취 만으로는 두 질환의 구분이 힘든 

경우가 많으며,4-6 심지어 병력 청취가 신뢰성이 없거나 목격자가 

없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약 15% 정도의 실신 환자에서 보일 수 

있는 근간대성반사를1,2,5 일반인들이 발작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의식 소실을 주소로 오는 환자들에게 객관적인 

검사가 시행된다. 하지만 뇌파검사, 영상의학 검사, 심전도검사, 24 

시간 홀터검사, 기립경사검사, 심초음파검사 등과 같은 검사가 실제 

임상에 응용되고 있으나 그 유용성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다. 40세 

이상에서 첫 발작을 한 환자군에 있어 뇌파검사를 시행하였을 때 

위음성이 약 93%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으며,1 발작과 더불어 부정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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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맥, 저혈압 등과 같은 심장 문제도 같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2,3 

감별에 혼란을 주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실신과 발작의 

감별에 도움이 되는 더욱 객관적인 검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혈청 neuron specific enolase (NSE)는 신경세포 신경질과 

신경내분비 세포가 분화하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는 표지자이다.7-10 

지금까지  뇌경색,9-14 외상성 뇌손상,15 저산소성 뇌손상,16-18 발작19-

24 등에서 NSE의 분비 및 농도에 관한 연구가 있어왔다. 하지만 

실신과 발작 두 질환에 있어 NSE 수치에 관한 비교는 밝혀지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두 질환군에 있어 혈청 NSE 농도의 변화 및 임상적 

유용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Ⅱ. 재료 및 방법 

1. 대상 

환자군으로는 영동세브란스 병원에 의식소실을 주소로 내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들은 일차적으로 숙련된 신경과 의사에 

의해 병력 청취 및 신경과적 검사를 시행하였다. 실신과 발작을 

감별하기 위하여 Sheldon 등5이 제시한 문진표와 더불어 객관적인 

검사로써 영상의학 검사, 뇌파 검사, 뇌척수액 검사 및 심전도검사, 

24 시간 홀터검사, 기립경사검사, 심초음파검사 등의 검사를 

시행하였다. 병력 청취에 한계가 있거나 급성기 뇌경색, 뇌출혈, 

저산소증, 중추신경계 감염, 대사성 질환에 따른 의식소실 환자들은 

기준에서 제외하였다. 검사물의 채취는 의식소실이 발생한지 24시간 

이내에 시행하였으며, 용혈현상이 일어난 검체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정상군으로는 신경학적인 손상이나 신경계의 질병, 종양 등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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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건강인의 혈청 NSE 농도를 정상치로 인정하여 실신과 발작과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2. 방법 

가. 실신과 발작의 감별 

실신과 발작을 감별하는데 있어 우선 내원 시 환자 및 보호자에게 

철저한 병력청취를 하여 임상 양상과 주관적 느낌 등을 파악하였다. 

기시감, 미시감, 내장감각, 상복부 전조, 맛과 냄새의 변화, 복합 운동 

행위 등은 발작에서 더 흔한 반면, 의식소실 전 현기증, 발한, 오심, 

아득함 등은 실신에서 더욱 흔한 증상이며, 특히 의식소실 전 긴 

시간을 서 있거나 유발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더욱 실신을 

의심할 수 있다.1,5  

객관적 검사도 함께 시행하여, 혈액검사, 뇌파검사, 뇌영상검사, 

(컴퓨터 단층 촬영, 자기공명영상, 뇌단일광자방출단층촬영술 등) 

심전도검사, 및 기타 심장 검사 (24 시간 홀터검사, 기립경사검사, 

심초음파검사 등) 등을 시행하였다. 실신과 발작과 동반된 다른 

의학적 문제를 감별하기 위하여 뇌척수액 검사 등도 필요 시 함께 

시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Sheldon 등5이 제시한 문진표(표 1.) 및 객관적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실신과 발작을 감별 진단 하였다. 

 

표1. 실신과 발작의 감별 진단 문진표 (Sheldon 등5) 

 

질문 점수 (“예”일 경우) 

의식소실 당시 혀를 깨물었나? 2 

기시감이나 미시감 등을 느꼈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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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소실과 관련하여 감정적 스트레스가 있었나? 1 

의식소실 당시 고개가 돌아갔었나? 1 

의식소실과 동반하여 반응이 없었거나, 이상한 

포즈를 취하거나, 사지를 움찔거리거나, 기억 

상실이 있었나? (어느 한 개라도 “예” 이면 됨) 

1 

의식소실 후 혼란이 있었나? 1 

의식소실과 동반하여 현기증이 있었나? -2 

의식소실과 동반하여 발한이 있었나? -2 

의식소실 전 오랜 시간 앉거나 서있었나? -2 

 

총합이 1점 이상일 경우 발작, 1점 미만일 경우 실신. 

 

 

나. 혈청 NSE 농도 측정 

NSE를 검사하는 방법은 환자의 혈액을 5 ml 가량 채취하여 

30분간 고정시켜놓은 후에 원심분리기에서 5000 rpm으로 10분간 

작동시켜 적혈구 등의 세포성분과 혈청을 분리시킨 후에 48시간 내에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면 2-8℃에서 보관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

80℃로 보관하였다. NSE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효소면역법 

(enzyme immunoassay, EIA)을 사용하였다. 

검사 시에는 NSE 표준용액 (0 ng/ml, 10 ng/ml, 25 ng/ml, 50 

ng/ml, 100 ng/ml, 200 ng/ml)을 각각 6개의 tube에 25 μl씩 넣고, 

대조 용액은 2개의 시험관에 25 μl씩 넣는다. 환자의 표본 혈청 25 

μl를 다른 시험관에 넣는다. 각각의 시험관에는 anti-NSE antibody 

(rabbit)를 250 μl씩 첨가하여, 이때에 같이 anti-NSE 구슬(bead)을 

1개씩 첨가하였다. 이들은 인큐베이터에 넣어 37℃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섞어 준 다음에 15분이 지나면 구슬을 세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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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하였다. 

이 과정이 끝난 후에 모든 시험관에 250 μl의 anti-IgG conjugate 

(goat)를 대조시험관을 제외한 9개의 시험관에 넣은 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15분간 인큐베이터에 있은 후에 세척을 하였다. 

10여분이 경과한 후에 10개의 시험관에 기질액(substrate solution)을 

250 μl씩 첨가를 하고 인큐베이터에서 37℃를 유지하며 15분간 

방치시키며, 그 후에 다시 정지액(stopping solution)인 5% sulphuric 

acid를 1 ml 씩 첨가하였다. 

효소반응 단계가 지난 후에 1시간 내에 450 mm의 분광에서 

10개의 시험관의 흡수도를 측정하였다. 이 결과에서 표준용액의 

흡수도 결과를 통하여 기준을 잡고 환자 혈청의 표본에서 측정한 

흡수도를 산출해 낸다. 

 

다. 통계 

혈청 NSE 농도의 통계적 처리를 위해 SPSS version 12.0을 

사용하여 oneway ANOVA, Schéffe 의 multiple comparison 방법을 

통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관찰하였다. 

 

 

Ⅲ. 결과 

대상이 된 의식소실 환자 중 발작 환자는 52명 (남자 46명, 여자 

6명), 실신 환자는 42명 (남자 20명, 여자 22명) 이었으며 연구에서 

제외된 환자는 23명 이었다. 제외된 환자들은 급성 뇌경색 2명, 

뇌출혈 3명, 중추 신경계 감염 6명, 대사성 장애 (저나트륨혈증, 

고암모니아혈증) 2명, 가성발작 1명, 목격자가 없는 등 감별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9명 이었다. 또한 정상군의 경우 91명 (남자 4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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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44명) 이었다. 

이들의 연령은 발작군이 46.5±17.4세이었으며, 실신군이 

46.9±21.2세, 정상군이 47.7±10.6세이었고 각 군간에 통계적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의식소실 발생 시간에서 혈청 NSE 채혈까지의 시간은 발작군이 

5.46±5.08시간, 실신군이 5.70±5.46시간으로 여기에서도 통계적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표 2.). 

 

표 2. 발작, 실신 환자군, 대조군의 나이, 채혈시간 및 검사 결과 

 

 

평균±표준편차. ( )안의 숫자는 대상 인원수임. *는 p<0.05 

 

 

혈청 NSE 측정치의 결과로는 각각 발작군에서 평균 14.97±7.57 

ng/dl, 실신군에서 10.15±3.22 ng/dl, 정상군에서 10.03±1.28 

ng/dl으로 나타났다. 실신군과 정상군에서의 통계적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발작군과 실신군, 발작군과 정상군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로 

발작군에서 혈청 NSE 수치의 상승이 있었다 (p<0.05)(그림 1.). 

 

 

 발작 (52) 실신 (42) 대조군 (91) 

나이 (세) 46.5±17.4 46.9±21.2 47.7±10.6 

채혈시간 (시간) 5.46±5.08 5.70±5.46 - 

혈중 NSE (ng/dl) 14.97±7.57* 10.15±3.22 10.0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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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각군의 혈청 NSE 농도. ( )안의 숫자는 대상 인원수임. 

 

 

Ⅳ. 고찰 

의식소실은 응급실을 내원하는 환자의 약 3%, 입원 환자의 약 

1~6% 정도를 차지할 만큼 흔한 질환이다.26 발작의 경우 발병률이 

100,000명당 30명, 65세 이상에서는 100,000명당 62명에 이르며,27 

실신의 경우 70세 이상에서 10년간 약 23% 정도나 경험할 정도로 

그 빈도가 높다.1 이와 같이 의식소실을 주소로 하는 실신과 발작은 

서로의 병인이 다르며 치료 및 예후도 달라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상기 두 질환은 서로 구별되는 뚜렷한 임상 증상을 보여 진단이 

쉬운 경우도 있으나, 때론 임상 양상이 비슷한 경우가 있어 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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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실신에서 일시적인 저산소증에 

의한 숨뇌그물형체의 기능 이상으로 척수운동신경의 조절 장애가 

생겨 발생하는 운동 행위를 발작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4 

실제적으로 임상에서 진찰을 할 때 환자에게 직접 듣는 병력 청취는 

의식소실 기간 동안 일어난 증상들을 확인 할 수가 없어 신뢰성이 

감소되고, 목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병력 청취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의식소실을 주소로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객관적인 검사를 시행하기도 하지만 그 유용성도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다. 

Enolase는 당 분해 효소의 일종으로 인체에서 인글리세린산을 

인초성 포도산으로 변화시키는 반응을 촉매하는 해당계 효소로써 

5가지의 isoenzyme이 있으며 이중에서 감마형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NSE라고 부르고 뇌의 단백질 중에 1.5%를 차지하고 있다.7 

NSE는 1984년에 Pahlman등에 의하여 분리하는 방법이 

체계화되었다.25 이 NSE는 신경세포 세포질과 신경내분비 세포가 

분화하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는 표지자로7-10 지금까지  뇌경색,9-14 

외상성 뇌손상,15 저산소성 뇌손상,16-18 발작19-24 등에서 뇌손상의 

유무와 정도에 따른 예후를 알 수 있는 검사로 사용이 되었다. 

뇌손상 이후 NSE의 채취에 있어 뇌척수액의 NSE 측정이 혈청보다 

민감도가 높다고 한다. 그러나 검사물의 채취가 침습적이어서 어렵고 

반복하여 얻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며, 혈청의 NSE 증가를 측정한 

결과도 민감도가 충분하게 높아 혈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16 이 

효소는 세망내피계와 신장에서 제거되며 반감기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대략 수 시간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전 보고에 따르면 

복합부분발작의 경우 혈청 NSE 농도가 1시간 이후 최고조가 되고, 

이차성 전신강직간대발작의 경우 3시간 이후 최고조를 보였으며,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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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에서 뇌경색을 유발시킨 후에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측정하였을 

때에 뇌경색 후 2시간이 경과하였을 때부터 혈청과 뇌척수액의 

NSE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18시간 정도에서 최대치를 보인 후에 

감소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여29 급성기에 측정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도 발작군, 실신군 모두 의식소실 

24시간 이내 채혈하여 의식소실에 따른 혈청 NSE 상승이 

충분하였을 때 검체를 채취하도록 고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군과 실신 및 발작 환자에서 혈청 NSE 농도를 

측정, 비교하였다. 각 군의 연령과 실신 및 발작 환자군에서 증상 

발현에서 채혈까지의 시간에서는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발작군에서 

남자의 비율이 높았으나, 대조군에서 남자, 여자 간의 혈중 NSE 

농도를 비교하였을 때 두군 간의 통계적 차이는 없어, 성별의 차이가 

혈중 NSE 농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혈중 NSE 

농도에서 발작군에서만 유의하게 실신군이나 정상군보다 높은 수치를 

관찰할 수 있었고, 실신군의 경우는 정상군과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보았을 때 발작에서 중추신경계의 손상이 더욱 현저한 

것을 추정할 수 있었다. 발작에서는 글루탐산염의 지나친 분비에 

의한 시냅스 후 NMDA수용체 활성과 수용체 관련 칼슘유입에 따른 

흥분독성에 의해 세포괴사가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으며,30 실신의 

경우는 뇌로의 혈류가 6~8초로 짧은 시간 동안 중단되거나 20% 

정도만 감소되어도 발생할 수 있어31 신경세포의 손상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발작 환자의 뇌에서 혈청으로의 NSE 이동은 

신경세포질과 뇌혈관장벽의 일시적인 투과도 증가에 따른 것으로 

생각되며,32 위 사실은 간질중첩증 후에 NSE를 표현하는 mRNA의 

변화가 없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33 발작 후 mRNA의 변화가 없음은 

NSE의 증가가 유전자 전사나 해독 문제가 아닌 직접적인 신경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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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과 뇌혈관장벽 투과도의 변화와 관련 있음을 시사하며, 이에 

의하여 NSE의 유출 정도는 발작에 의한 세포 손상의 정도와 

비례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33 

위의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발작에 의하여 신경세포 손상이 

발생하지만 실신에 의하여서는 손상이 거의 없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혈청 NSE의 측정이 실신과 발작의 감별 진단에 

도움이 되는 보조적인 검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 정상군과 실신, 발작 환자에서 의식소실 24시간 이내에 

혈청 NSE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정상군이나 실신 환자 보다 발작 

환자에서 혈청 NSE 농도가 유의하게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의식소실 환자에서 혈청 NSE 측정이 실신과 발작의 감별 

진단에 도움이 되는 보조적인 검사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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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rum Neuron Specific Enolase level in Patients with Seizure 

and Syncope 

Seung Yeob Lee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Won Joo Kim) 

Syncope and seizure share clinical characteristics causing 

difficulties with diagnosis, and there are several cases 

difficult to differential diagnosis. Neuron specific enolase 

(NSE) is well known a specific marker located in neuronal 

cell. It increased in various neurological diseases which 

damage to neuronal cells. We measured the serum NSE level 

in patient with seizure and syncope. We compared the 

results of each group with normal control group. Fifty two 

patients with seizure, forty two with syncope, and ninety one 

with normal people were enrolled in this study, and 

compared serum NSE level respectively. In syncope group, 

serum NSE level was 10.15±3.22 ng/ml, and normal 

population was 10.03±1.28 ng/ml. In seizure group, the level 

was 14.97±7.57 ng/ml, and significantly different compared 

to the syncope group and normal population. These results 

showed that seizure can injure the neuronal cells but 

syncope dose not. The use of serum NSE level seems to be 

helpful to differential diagnose of those diseases. 

-------------------------------------------------------- 

Key word : Syncope, Seizure, Serum 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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