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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의식이 저하된 환자들의 뇌파 분석 

 

<지도교수 김원주>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서 권 덕 

 

뇌파 양상의 변화는 의식이 저하된 환자의 원인을 확인하는 

것과 예후를 평가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의식이 

저하된 환자들의 뇌파 양상을 분석하고, 그 결과와 임상적 예후

와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의식이 저하되어 뇌파 검사를 시행한 105명의 환자들이 본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환자들의 뇌파 검사 결과를 분석하였고, 

환자들의 임상적인 상태 및 예후를 임상 기록을 근거로 확인 하

였다. 임상적인 상태는 글래스고우 혼수 척도(Glasgow Coma 

Scale, GCS)와 글래스고우 결과 계수(Glasgow Outcome Scale, 

GOS)를 근거로 하여 분류하였다. 뇌파 검사 결과는 Scollo- 

Lavizzari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분류하였다. 뇌파 검사 결과가 

환자들의 예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 지 통계적으로 분석하였

다. 

3명(2.9%)의 환자 뇌파 검사 결과가 비발작성 간질 대발작을 

보였다. 28명의 환자가 여러 가지 특이적인 뇌파 양상을 보였다. 

특이 양상의 뇌파 중, 간질양파(Epileptic discharge)가 8명,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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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측향화 간질양 방전(PLEDs)이 2명, 돌발성 억제(Burst 

suppression)가 2명, 삼상파(Triphasic waves)가 1명, 알파 혼

수 양상(alpha coma pattern)이 6명, 전기적 정지(electrical 

silence)가 9명에서 관찰되었다. 29명(27.6%)의 환자가 사망하

였으며 45명(42.9%)의 환자가 지속성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 

뇌파 등급과 GCS는 통계적으로 GOS와 각각 연관성이 있었다. 

뇌파 등급과 GCS도 상관관계가 있었다. 뇌파 검사 결과가 좋지 

않은 군의 환자는 예후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GCS가 낮을

수록 환자의 예후는 더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뇌파 검사 결과는 의식이 저하된 상태를 반영할 수 있고, 뇌

파 등급이 환자의 임상적인 예후와 관련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

였다. 비록 뇌파 검사가 의식이 저하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주 

시행되지 않고 있으나, 뇌파 검사는 예후를 평가하는 것에 도움

이 될 수 있으므로, 임상에서 뇌파 검사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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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되는 말 : 뇌파 검사, 혼수상태, 글래스고우 혼수 척도, 비

발작성 대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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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이 저하된 환자들의 뇌파 분석 

 

<지도교수 김원주>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서 권 덕 

 

 

Ⅰ. 서론 

 

중환자들 중에 의식이 저하된 환자들이 많이 있으며, 기계 환기가 

필요한 중환자들 중에 15-20%는 혼수 상태라는 보고가 있다.1,2  중

환자실에 입원한 65세 이상의 환자들을 대상으로한 코호트 연구에서 

3분의 1의 환자가 혼수 상태이며, 그렇지 않은 환자 중 8%가 이후 

혼수 상태에 빠진다는 보고가 있다.3 의식을 저하시키는 주요한 원인

은 지속적인 진정제 사용, 약물 중독,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뇌출혈, 

뇌경색증, 급성 대사성 위기 등이 있다.4 혼수 상태는 입원 기간이 길

어지는 것과 사망의 독립적인 예측 인자이다.5 의식의 저하 정도는 다

양하며, 평가를 하는 것은 어렵다. 환자의 의식이 저하된 정도를 평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뇌파 검사(Electroencephalography, EEG)는 

가장 유용한 것 중의 하나이다. 많은 EEG 패턴이 의식 저하의 원인

에 특이적이기 보다는 의식 저하의 정도를 나타낸다.6 EEG 결과에서 

특이적인 양상이 나타날 수 있고(예. Suppression, Burst sup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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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ndles, seizure, cycling) 이는 예후에 의미 있는 중요성을 가진다.7 

특히 EEG는 의식이 저하된 원인을 알고 있을 때, 신경학적 검사를 

함께 하여, 환자의 예후를 결정하는 것에 유용하다.8 

 또한, 중환자들을 대상으로 EEG를 시행하였을 때, 비발작성 경련

(nonconvulsive seizures, NCSzs)이나 비발작성 대발작 

(nonconvulsive status epilepticus, NCSE)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9 

그 비율은 NCSzs 은 8-37%, NCSE는 8-19%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환자들의 사망률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의식이 저하된 환자들

을 대상으로, EEG를 시행하여, 의식 저하 정도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의식이 저하된 환자들 중, NCSzs나 NCSE가 나타나는 정

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EEG 결과와 환자의 예후가 연관성

이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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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대상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2005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입원한 환

자 중, 의식이 저하되어, 뇌파 검사를 시행한 환자 105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모든 환자의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였고, 뇌파 검사를 

시행 하였다. 뇌파 검사는 17 채널 아날로그 뇌파기(Nihon-kohden, 

Tokyo, Japan) 혹은 32 채널 디지털 뇌파기(Grass-Telefactor, West 

Warwick, Rhode Island, U.S.A.)를 이용하여 시행하였다. 뇌파 검사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을 사용한 환자들은 대상에서 제외 하

였다. 눈에 보이는 발작성 경련을 보이는 간질 중첩증(status 

epilepticus) 환자도 제외하였다. 이 환자들에 대한 의무 기록과 뇌파 

검사 결과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2. 방법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의식 저하를 일으킨 원발성 병인, 정신 상태, 

이 전의 간질 과거력 여부, 의식 저하 전의 간질 발작 여부, 예후를 

평가하였다. 

 의식 저하를 일으킨 병인은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hypoxic ischemic 

encephalopathy), 뇌의 기질적 병변, 대사성 뇌증(metabolic 

encephalopathy), 간질(epilepsy), 약물 중독(drug intoxication), 퇴

행성 신경질환(neurodegenerative disease)으로 나누었다. 뇌의 기질

적 병변 환자 군은 뇌경색증, 뇌출혈, 뇌종양, 뇌의 염증이 있는 환자

들을 포함하였다. 대사성 뇌증 환자 군은 간성, 요독성, 저혈당성, 패

혈성 원인 및 비타민 결핍, 원인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환자들을 포

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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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신경학적 검사 기록으로, 환자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하여 글

래스고우 혼수 척도(Glasgow Coma Scale, GCS)를 사용하였다. 환자

의 예후를 평가하기 위하여 퇴원 시 글래스고우 결과 계수(Glasgow 

Outcome Scale, GOS)를 사용하여 사망, 지속성 식물인간 상태, 중증 

장애(의식은 있으나 의존적), 경증 장애(장애는 있으나 비의존적), 정

상의 5단계로 나누었다. 

 환자의 뇌파 검사 결과는 Scollo-Lavizzari 등이 제시한 뇌파 결과

의 분류법에 따라 I부터 V까지 5 등급으로 나누었다(표 1).10 

 

3. 분석 

 SPSS version 12.0을 이용하여, 환자의 의식 저하 정도와 예후의 관

련성, 환자의 뇌파 검사 결과와 예후의 관련성, 의식 저하 정도와 뇌

파 검사 결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Spearman 상관 분석을 시행하였다. 

의식 저하 정도 혹은 뇌파검사 결과가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지 알

아보기 위하여 선형 회귀 분석(Linear regression test)를 시행하였다. 

뇌파 검사의 등급을 두 군으로 나누어, 예후를 비교 하기 위하여 

Student’s t-test를 시행하였다. 

 

표 1. 뇌파의 분류 

Grade I Dominant, normal alpha activity 
 Dominant, normal alpha activity with theta-delta activities 
Grade II Dominant theta-delta activity with still detectable normal alpha 

activities 
Grade III Theta-delta activity without alpha activities 
Grade IV Delta activity, low voltage, possibly with short isoelectric intervals 
 Dominant, monomorphic, nonreactive alpha activity (alpha coma) 
 Periodic generalized phenomena (spikes, sharp waves, slow waves) 

with very low-voltage background activity 
Grade V Very flat to isoelectric EEG (less than 10-20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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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05명의 환자들의 의식 저하를 일으킨 병인을 분류한 결과는 다음

과 같았다. 다른 원인이 없는 간질이 4명, 대사성 원인이 24명, 뇌의 

병변이 있는 경우가 28명,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이 46명, 그 외 약물 

중독 2명, 신경퇴행성 질환이 1명이었다. 환자들의 정신 상태를 분류

한 결과, 혼수 상태 45명, 반혼수 상태 5명, 혼미 상태 29명, 졸리운 

상태가 26명이었다(표 2).  

 

표 2. 병인과 정신 상태 

정신 

상태 
병인 

 
약물 

중독 
간질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대사성 

뇌증 

신경 

퇴행성질환

뇌의  

구조적 병변 
합계 

혼수상태 0 0 30 8 0 7 45 

반혼수상태 0 0 3 1 0 1 5 

혼미상태 0 1 11 7 0 10 29 

졸리운상태 2 3 2 8 1 10 26 

합계 2 4 46 24 1 28 105 

 

뇌파 검사 전, 간질 발작이 있었던 환자는 27명이었으며, 이 중 4

명은 이 전에 간질 발작이 있었던 과거력이 있었다. 시행한 뇌파 검

사 결과 상, 3명의 환자가 NCSE로 진단 되었다. 특이 양상의 뇌파 

중, 간질양파가 8명, 주기성 측향화 간질양 방전(PLEDs)이 2명, 돌발

성 억제(Burst suppression)가 2명, 삼상파(Triphasic waves)가 1명, 

알파 혼수 양상(alpha coma pattern)이 6명, 전기적 정지(electrical 

silence)가 9명에서 관찰되었다. 또한 뇌파 검사 결과를 Scollo- 

Lavizzari G. 등의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등급 1이 4명, 

등급 2가 12명, 등급 3이 47명, 등급 4가 33명, 등급 5가 9명이었다. 

뇌파 검사를 시행하였을 때의 환자의 상태를 GCS로 나타냈을 때,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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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분포는 3점에서 13점까지였으며, 평균값은 6.06±3.02 이었다. 

105명의 환자 중, 29명의 환자가 사망하였으며, 이중 17명의 환자가 

뇌파 검사를 시행하고 1달 이내에 사망하였다. 환자의 예후는 GOS에 

따라 퇴원을 한 시점에서 평가한 결과, 등급 I이 29명, 등급 II가 45

명, 등급 III이 13명, 등급 IV가 12명, 등급 V가 6명이었다. 뇌파 검

사 결과와 검사를 시행했을 때의 환자의 상태가 예후와 관련이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각 상관 분석을 시행하였다. 뇌파 검사 결과가 

좋지 않을수록, 환자의 예후 결과가 나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Spearman 상관 계수는 -0.353이었다(p<0.01). GCS 가 높을

수록 환자의 예후 결과가 나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pearman 상관 계수는 -0.362이었다(p<0.01). 뇌파 검사 결과와 

GCS 도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pearman 상관계수는 

-0.368이었다(p<0.01). 단순상관분석 결과를 토대로, 뇌파 검사 결과 

혹은 GCS 가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

을 시행하였을 때, 각각 예후와 연관성이 있었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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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뇌파 등급과 GOS(A), GCS와 GOS(B)의 상관 관계. (A) 뇌파

등급이 클수록 GOS는 낮아짐 (y=-0.520x+3.961, F ratio= 21.49,p<0.0001). 

(B) GCS가 클수록 GOS는 커짐 (y=0.195x+1.085, F ratio=34.60, 

p<0.0001). 

 

뇌파 검사 결과가 좋지 않은 군(등급 IV, V)과 좋은 군(등급 I, II, 

III)을 비교 분석하였을 때, 예후에 차이가 있었다(p<0.05)(표 3). 

 

표 3. 뇌파 등급과 GOS 

GOS 뇌파 등급 

 경증 중증 합계 

1 13 16 29 
2 28 17 45 
3 9 4 13 
4 7 5 12 
5 6 0 6 

합계 63 42 105 
GOS; 글래스고우 결과 계수, 경증; 등급 I,II,III, 중증; 등급 IV,V, GOS

는 뇌파 등급이 경증인 군과 중증인 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p=0.031 in Student’s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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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NCSE는 이 전의 보고에 따르면, 드물지 않으며 실제보다 낮게 진

단되어지고 있다.11 혼수 상태의 환자들 중 NCSE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뇌파 검사를 일반적으로 시행하지 않

기 때문에 그렇다.12 중환자의 경우에는 뚜렷한 원인이 없이 의식이 

저하되어 뇌파 검사의 시행이 필요하나, 임상적으로 뒤늦게 의식 저

하의 원인을 확인하려 하는 경우가 많다. 그에 비해서 보고에 따르면 

상당 수의 중환자들에서 NCSE가 탐지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기존

의 보고에 비해서 낮은 빈도의 NCSE가 나타났다. 이 전의 연구에서, 

24시간 이상 뇌파 감시를 시행한 연구가 많이 있었으며 뇌파 검사를 

1회 시행한 연구도 있었다. 한 연구에서, 절반 이상의 환자에서 1번

의 뇌파 검사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경련이 지속적인 뇌파 감시에서 

나타났다.13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로, 뇌파 검사를 시작한 처

음 30분 동안 15%의 환자에서, 1시간 동안 약 50%의 환자에서만 발

작파가 나타났다.14 본 연구에서는 뇌파 검사를 1회 30분 동안 시행

하였기 때문에, NCSE가 탐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뇌파 감시를 

시행하였다면, 더 많은 환자에서 NCSE가 탐지되었을 수 있겠다. 또

한, 본 연구에는 환자들의 의식 저하를 초래한 원인 질환이 여러 가

지가 있기 때문에, NCSE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 원인 질환이 포함되

어 빈도가 낮게 나타났을 수 있겠다. 이제까지 보고된 여러 연구 중

에서도 특정한 원인 질환을 따로 분류하지 않은 연구에서는 NCSE의 

빈도가 8% 로 낮게 나타났으나12, 뇌출혈, 뇌감염, 심각한 머리 충격

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각각 따로 조사한 연구에서는 NCSE의 

빈도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15-17 이는 뇌파 검사나 뇌파 감시를 시행

한 대상 자체가 NCSE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군의 환자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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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고, 임상적으로 NCSE가 의심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검사

를 시행하였기 때문이다.12 그리고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보다 대상

이 된 환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환자들을 검사 대상

으로 한다면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NCSE

의 수는 적어 의미가 크지는 않으나, 사망한 환자는 없었다. NCSE가 

있는 혼수 상태의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환자 보다 사망률이 더 높지

는 않다는 연구 보고가 있으며12, NCSE가 중환자에 있어서 사망에 영

향을 주는 요소인지, 아니면 질병이 심한 정도를 나타내는 표지인지

는 정확히 알 수 없어18, 결과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는 더 많은 

NCSE환자를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비 외상성의 원인으로 혼수상태가 된 환자들은 대부분 1달 내에 사

망하고, 살아남은 사람도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19,20 중환자에 대한 치료가 발전하면서 뇌 손상을 입은 환자들이 

큰 기능 장애를 가진 채 살아남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환자의 

예후를 조기에 예측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21 의

식이 저하된 환자의 예후를 평가하기 위하여 GCS를 사용한 연구가 

여럿 있었다.22,23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뒤에 혼수 상태가 된 환자의 

예후를 평가하기 위하여 GCS를 활용한 연구도 있었으며, 주로 심폐

소생술을 시행한 환자들과 비 외상성원인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GCS가 사망률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24-28 

뇌파는 일반적으로 다양성이 있다. 의식이 저하된 환자들 중 뇌파의 

양상이 다양한 환자들은 예후가 좋으며, 변화하지 않는 양상의 뇌파

는 대개 심각한 뇌의 병변을 의미하고, 예후가 좋지 않다는 보고가 

있었다.29,30 대부분의 뇌파가 비 특이적이지만 몇몇 양상은 의식 저하

의 원인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31 뇌파 이상의 심각한 정도를 등

급을 나눈 점수 제도가 여럿 있었으나, 혼수 상태의 원인이 다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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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는 환자가 적으며 여러 가지 다른 뇌파의 분류 제도, 환자

들이 생존기간이 짧은 것 때문에 추적 관찰 및 검사가 어려운 점 등 

때문에 뇌파와 예후와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32 

Prior와 Binnie 등이 심폐정지 후의 예후를 알려주는 요소로써 EEG

가 도움이 되는 지 연구한 뒤에, 여러 가지 뇌파 양상에 기반하여 예

후를 조사한 몇 가지 전향성 연구들이 있었다.21 Synek이 심폐정지가 

일어난 환자를 대상으로, 36시간 내에 시행한 뇌파 검사 결과를 뇌파

의 주파수에 따라 5단계로 등급을 나누었고,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98.4%의 정확도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3 Uldry 등이 75명의 

심폐정지 환자들을 뇌파를 6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분류하였을 때, 등

급이 높고 GCS 가 5 이상인 환자들은 예후가 좋았고, 등급이 낮고 

GCS가 5점 미만인 환자들의 사망 예측 정확도는 90%였었다.34 

Scollo-Lavizzari가 408명의 심정지가 있었던 환자들의 뇌파 결과를 

5등급으로 나누어 분류하였고, 등급이 높을수록 회복되는 비율이 높

았고, 등급 4,5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사망하였다.10 

본 연구에서는 심폐정지 환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의

식이 저하된 환자들을 포함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등급 4, 5에 해당

하는 환자들 중 사망하지 않고 회복되는 환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생

각된다. 등급 4, 5에 해당하는 환자들에서는 특이 양상의 뇌파가 관찰

되었으며, 각 뇌파 별 환자의 수가 적고 다양한 의식 저하의 원인이 

있어, 별도로 분석하지 못 하였다. 그러나, 뇌파 검사 결과의 등급이 

나쁠 수록 예후가 좋지 않은 경향을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GCS가 5점 미만인 환자들은 47.5%가 사망하였고 42.5%가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으며, 5점 이상인 환자들은 46.2%가 비교적 예후가 좋았

다. 본 연구에는 심폐정지 외 다른 원인의 환자들이 포함되어 있어 

기존의 연구와 사망한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예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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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90%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GCS가 나쁠수록 

예후가 좋지 않은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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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현재, 신경과 영역을 제외하고는 임상에서 의식이 저하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뇌파 검사를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전

의 연구 보고 및 본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의식이 저하된 

환자를 대상으로 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환자의 의식 수준을 객

관적으로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고, 환자의 원인에 따라 예후를 예측

하는 것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뇌파 검사의 임상적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앞으로, 다양한 원인 별로 많은 수의 환자를 대

상으로 뇌파 검사 및 뇌파 감시를 하고, 추적 검사를 시행 한다면, 의

식이 저하된 환자들의 원인 질환 별로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를 예측

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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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s: Changes in EEG patterns may offer a clue to the cause of 

altered mental status, and indicate the prognosis of these patients. We 

aimed to identify the EEG patterns in patients with altered mental status, 

and to correlate EEG findings with the clinical prognosis. 

Methods: 105 patients with altered mental status who underwent EEG 

were recruited for this study. EEG and clinical chart reviews with 

ongoing patient follow ups were performed to determine the clinical 

prognosis of individual patients. Clinical data were sorted by Glasgow 

Coma Scale(GCS) and Glasgow Outcome Scale(GOS). The EEG 

finding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a method suggested by 

Scollo-Lavizzari. The EEGs were analyzed to see if any correlation 

existed with the prognosis of patients. 

Results: Three(2.9%) nonconvulsive status epilepticus(NCSE) cases 

detected. 28 specific EEG patterns were detected(epileptic discharges, 

  - 18 -



  - 19 -

PLEDs, burst suppression, triphasic waves, alpha coma pattern, electric 

silence). 29(27.6%) patients had expired, and 45(42.9%) patients had 

become a vegetative state. EEG grade and GC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GOS respectively. In addition, EEG grades alone had a correlation 

with GCS. Patients with severe degree of EEG grades had poor prognosis. 

The more the patients presented lower GCS, the more deteriorative 

prognosis they showed. 

Conclusions: EEG findings reflects mental status of patients, and EEG 

grades show a correlation with clinical prognosis of patients. Although 

EEG is not frequently administered in patients with mental state 

alteration, it can play a supplemental role in establishing a prognosis. 

Thus, clinical utility of EEG should be emphasized in clinical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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