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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동일 이환기간 내 열발작 반복(반복 열발작)은 부분

첫 발작 24시간 이내에 발생한다1-3). 24시간 내 반복은 뇌

병소 동반 및 뇌전증 진행을 시사하는 복합 열발작의 특징

중 하나이다. 또한, 반복 열발작의 예후는 체로 양호하

지만, 급성기에 부모를 불안하게 하고 의사와 보호자의 치

료적 소통관계에 악 향을 줄 수 있다4). 반복 열발작을 예

측함으로써, 고위험군 환자에게 집중적으로 처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열발작 재발의 위험인자를

분석한 연구는 후속 열 질환에 동반한 발작, 무열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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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factors for repeated febrile seizures during
the same febrile il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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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We aimed to identify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repeated febrile seizures (RFS), defined as recurrent seizures
during the same febrile illness.

Methods: We reviewed the medical records of children with febrile seizure who visited 4 academic emergency departments
from October 2016 through September 2018. Differences were identified in variables regarding clinical and laboratory char-
acteristics between the children with and without RFS. The RFS was the primary outcome. Logistic regression was conduct-
ed to identify factors associated with the occurrence of RFS.

Results: Among 1,551 children, 922 were included in the study, of whom, 198 (21.5%) underwent RFS. Of the children with
RFS, 188 (94.9%) underwent the recurrences within the initial 24 hours. Logistic regression showed focal seizure (adjusted
odds ratio, 6.67; 95% confidence interval, 2.37-18.82), venous pH < 7.31 (5.89; 3.13-11.08), and postictal drowsiness > 30
minutes (1.90; 1.30-2.78) as the factors for RFS.

Conclusion: In children with febrile seizure, focal seizure, acidosis, and prolonged postictal state may be independent risk
factors for RFS. These findings may be informed to healthcare professionals and parents caring for children with febrile
seiz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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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ebrile seizure), 뇌전증, 신경학적 이상 발생 등 중∙

장기 예후에 중점을 두었다5-9). 동일 이환기간 내 반복은

상 적으로 드물게 보고됐고, 연구 상자 수도 적으며, 관

련 위험인자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1,3).

본 연구는 다기관 자료를 이용한 응급실을 방문한 열발

작 환자의 임상적 특성 분석을 통해 반복 열발작 발생의

위험인자를 분석하고자 시행했다.

상과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다기관 후향적 의무기록 연구이다. 한국 수도

권에 있는 4개의 학병원이 참여했다. 각 병원은 응급의

학과 및 소아청소년과 수련 기관으로, 소아응급진료가 24

시간 가능했다. 연구기간에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 수는 연

평균 12,138명이었다. 방문 당시 응급의학과 또는 소아청

소년과 의사가 진료하고, 후자가 열발작 환자의 후속 진료

를 전담했다. 열발작의 응급처치는 각 병원 프로토콜에 따

라 시행했다. 본 연구는 연구 전에 각 병원의 임상연구심

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고 시행했고, 후향적 의무기록

연구이므로 동의서는 면제됐다(IRB no. XC20RIDI0101).

2. 연구 상

2016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4개 병원 응급실을 방

문한 6-60개월 열발작 환자를 상으로 했다. 열발작은 응

급실 방문 전 또는 체류 중 열(≥ 38도)을 동반하여 발생한

발작으로 정의했다. 따라서, 의료진이 발작을 목격하지 않

았더라도 상기 정의에 해당하면 연구 상자로 포함했다. 제

외기준은 무열발작, 관련 과거력(발작 질환, 발달지연, 유전

질환, 뇌질환), 동일 이환기간 내 열발작으로 재방문, 뇌전

증 또는 뇌전증 지속상태, 비(非)발작 질환, 중추신경계 감

염, 사질환, 기타 뇌병소(예: 뇌종양 및 뇌출혈) 환자 다.

3. 연구 방법

응급실을 방문한 6-60개월 환자 중, 주증상이“발작

(seizure)”, “경련(convulsion)”, “열발작”, “발작 후 상

태”에 해당하거나, 퇴원진단이“전신발작”, “부분발작”,

“경련발작”등 발작 관련 진단코드에 해당하는 환자를 추출

했다. 추출한 환자 중에서 상기 포함 및 제외 기준을 고려하

여 연구 상자를 선정했고, 연구 목적을 모르는 훈련된 연

구자 1명이 표준화 서식을 이용하여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환자의 임상적 특성을 수집했다5,10-14). 의무기록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만 다른 연구자 2인과 상의하여 결정했다.

나이(월), 성별, 과거력, 가족력, 방문 당시 체온 40.0도

미만5), 열 발생 1시간 미만5), 1차 발작의 양상 및 동반 증상,

2차 발작 발생 전 최고 체온 40.0도 이상, 2차 발작 발생

시점, 응급실에서 시행한 첫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 < 6.0

× 109/L 또는 > 15.5 × 109/L10), 적혈구침강속도 > 10.0

mm/h11), C-반응단백질 > 10.0 mg/L12), 말초 정맥혈 pH

< 7.3113), 탄산수소염 < 22.0 mmol/L14), 동일 이환기간에

시행한 뇌파도, 뇌 상, 뇌척수액 검사 결과 등을 조사했다.

열발작, 무열발작, 발달지연, 유전질환, 뇌질환 등 과거

력과 직계가족의 발작 가족력을 조사했다. 전신 및 국소

발작 여부, 발작 지속시간 및 발작 후 기면 상태(postic-

tal drowsiness)는 의료진이 관찰하거나 보호자 또는 목

격자 진술에 근거한 의무기록 내용을 그 로 반 했다. 발

작 후 기면 상태 지속은 발작 종료 30분 이후에 깨우면 의

식이 있지만 계속 자려고 하는 경우로 정의했다15).

일차 결과변수는 반복 열발작으로, 이는 의무기록에서

응급실 방문 후 3일 이상 추적관찰 여부를 확인 가능한 환

자로 제한했다. 반복 여부에 따른 임상적 특징 및 반복의

독립적 위험인자를 분석했다.

4. 통계 분석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반복군과 비(非)반복군으로 나누

어 분석했다. 각 변수는 빈도 및 백분율로 표현했고, 카이제

곱검정 또는 Fisher의 정확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반복

열발작의 독립적 위험인자를 분석하기 위해 다변수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이용했다. 먼저 단변수 분석을 이용하여 독립

변수 간 층화분석을 시행했고, 교차비의 균질성(homo-

geneity)으로 효과변경인자(effect modifier) 유무를 확인

했다. 단변수 분석에서 P < 0.1인 변수를 회귀분석에 포함

했다. 회귀분석 결과는 교차비 및 95% 신뢰구간으로 제시했

고, P < 0.05를 통계적 유의성으로 정의했다. 통계는 IBM

SPSS ver. 20.0 (IBM Corp., Armonk, NY)을 이용했다.

결 과

1. 일반적 특성

연구기간에 상기 4개 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6-60개월

환자에서 의무기록과 진단코드로 검색된 1,551명 중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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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연구에 등록했다(Fig. 1). 연구 상자 922명 중 198

명(21.5%)이 반복 열발작을 경험했다(반복군; Table 1).

반복군 환자 나이의 중앙값은 20개월로 남자 비율이

64.6% 고, 두 변수 모두 비반복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반복 열발작 빈도는 병원별로 약 22.7%-28.3% 고,

반복 발생한 198명 중 188명(94.9%)에서 첫 24시간 내 2

차 발작이 발생했다(Fig. 2).

2. 단변수와 다변수 분석 결과

단변수 분석에서 열발작 과거력, 발작 가족력, 국소 발

작, 발작 후 기면 상태 지속, 2차 발작 전 최고 체온 40.0

도 이상의 빈도가 반복군에서 더 높았다(Table 1). 혈액검

사 결과에서 적혈구침강속도 > 10.0 mm/hr, C-반응단

백질 > 10.0 mg/L, 말초 정맥혈 pH < 7.31은 반복군에

서 더 흔했다(Table 2).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국소 발작

(보정 교차비, 6.67; 95% 신뢰구간, 2.37-18.82), 말초

정맥혈 pH < 7.31(5.89; 3.13-11.08), 발작 후 기면 상

태 지속(1.90; 1.30-2.78)이 반복 열발작과 독립적 연관

을 보 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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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chart for the selection of study population.



고 찰

본 연구는 4개 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열발작 환자에서

국소 발작, 발작 후 산증, 30분을 초과하는 발작 후 기면

상태가 반복 열발작 발생과 유의하게 연관됨을 보여준다.

의료진 및 보호자는 열발작 직후 이러한 위험인자를 가진

환자를 상으로 더욱 면 한 관찰과 응급처치가 가능하

리라 생각한다.

Pediatric Emergency Medicine Journal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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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inical features of the study children (n = 922)

Characteristic
Total Repeated Non-repeated

P value(N = 922) (N = 198) (N = 724)

Age, mo 0022 (16-31) 0020 (15-31) 0023 (16-32) < 0.121
Boy 574 (62.3) 128 (64.6) 446 (61.6) < 0.434
Temp on presentation < 40。C 846 (91.8) 180 (90.9) 666 (92.0) < 0.624
Fever < 1 h 156 (16.9) 037 (18.7) 119 (16.4) < 0.454
Prior FS 362 (39.3) 109 (55.1) 253 (34.9) < 0.001
Family history of FS 443 (48.0) 122 (61.6) 321 (44.3) < 0.001
Family history of afebrile seizure 56 (6.1) 033 (16.7) 23 (3.2) < 0.001
Seizure type < 0.001

Generalized 903 (97.9) 187 (94.4) 716 (98.9)
Focal 19 (2.1) 11 (5.6) 08 (1.1)

FS > 15 min 19 (2.1) 05 (2.5) 14 (1.9) < 0.604
Postictal drowsiness > 30 min 0328 (35.7)* 0100 (51.0)* 228 (31.5) < 0.001
Highest temp before the second FS ≥ 40。C 156 (16.9) 58 (29.3) 098 (13.5) < 0.001

Values are expressed as median (interquartile range) or number (%).
* Due to missing values, the denominators are 920 and 196 in the order of columns.
Temp: temperature, FS: febrile seizure.

Fig. 2. Time intervals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FSs according to the children’s age. FS: febrile seizure.



본 연구에서 약 95%의 연구 상자가 첫 발작 24시간

이내에 2차 발작을 경험했다. 이는 열발작의 임상양상 또

는 반복 발생 위험인자를 보고한 일부 연구 결과와 유사하

다1-3,16). 반복 열발작 빈도(21.5%)가 13.2%-17.5%의 빈

도를 보인 다른 연구보다 다소 높은 까닭은1-3,16), 본 연구가

4개 학병원의 중증 환자를 다수 포함한 것에 기인한 것

으로 추정한다. 또한, 추적관찰이 되지 못한 191명도 상기

차이에 향을 미쳤을 수 있는데, 이들은 재방문하지 않았

으므로 반복 열발작이 발생하지 않은 비교적 경증의 환자

을 것으로 추정한다.

본 연구에서 국소 발작 및 발작 후 기면 상태 지속이 반

복 열발작의 위험인자로 나타난 것은 이전 연구 결과와 다

른 면이 있다2,3). 열발작 환자 228명을 관찰한 연구에 따

르면, 비(非)전신 발작 양상 및 15분 이상 지속하는 발작

이 반복 열발작의 위험인자 다2). 열발작 환자 347명을

관찰한 연구에서는 발작 당시 체온이 39도 미만이거나 혈

청 나트륨 농도가 135 mEq/L 이하인 경우가 반복 열발작

과 연관을 보 다3). 이외에 여러 연구에서 방문 당시 낮은

체온 및 나트륨 농도, 열의 원인에 따라 반복 열발작의 분

포 또는 해열제나 항뇌전증제의 중재 효과를 보고했으나,

이는 단순 비교 또는 중재연구로 반복 열발작의 위험인자

를 직접 다루진 못했다16-20). 따라서, 반복 열발작의 위험인

자 연구는 아직 부족하고 결과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단순 열발작 환자는 발작 후 혼돈이 몇 분간 지속하다가

의식을 회복하므로21), 혼돈 상태가 오래 지속하면 발작 지

속 여부, 중추신경계 감염, 구조적 뇌병소 여부를 감별해

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발작 후 기면 상태가 지속한

(≥ 30분) 환자는 개 의사소통이 가능했으므로, 상기 감

별 진단 가능성은 작다. 단순 열발작으로 보기 어려운 환

20 Pediatric Emergency Medicin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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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aboratory features*

Characteristic
Total Repeated Non-repeated

P value(N = 922) (N = 198) (N = 724)

White blood cells, 109/L NA
< 6.0 114/910 (12.5) 020/195 (10.3) 094/715 (13.1) < 0.280
> 15.5 176/910 (19.3) 032/195 (16.4) 144/715 (20.1) < 0.242

ESR > 10 mm/h 252/895 (28.2) 073/191 (38.2) 179/704 (25.4) < 0.001
C-reactive protein > 10 mg/L 88/913 (9.6) 028/195 (14.4) 60/718 (8.4) < 0.012
Venous pH < 7.31 127/855 (14.9) 055/182 (30.2) 072/673 (10.7) < 0.001
HCO3- < 22 mmol/L 653/855 (76.4) 146/182 (80.2) 507/673 (75.3) < 0.169

Values are expressed as number (%).
* Due to variable proportion of the missing values, each denominator is presented.
ESR: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Table 3.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Variable aOR P value C statistics

Focal seizure 6.67 (2.37-18.82) < 0.001
Venous pH < 7.31 5.89 (3.13-11.08) < 0.001
Postictal confusion > 30 min 1.90 (1.30-2.78)0 < 0.001
ESR > 10 mm/h 1.42 (0.93-2.17)0 < 0.109
Prior FS 1.19 (0.65-2.18)0 < 0.578 0.778
Family history of FS 1.12 (0.61-2.05)0 < 0.713
Highest temp before the second FS ≥ 40。C 1.10 (0.49-2.44)0 < 0.818
Family history of afebrile seizure 1.03 (0.25-4.21)0 < 0.964
C-reactive protein > 10 mg/L 0.92 (0.49-1.75)0 < 0.806

Values are expressed as point estimate (95% confidence interval).
* Adjusted by venous pH by family history of FS, prior FS by family history of FS, family history of FS by highest temp before the

second FS, family history of FS by family history of afebrile seizure, and highest temp before the second FS by family history of
afebrile seizure.
aOR: adjusted odds ratio, ESR: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 FS: febrile seiz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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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열발작 위험인자

자가 뇌 상, 뇌척수액 검사 또는 관찰을 받았다는 점도

이러한 작은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다만, 발작 후 기면 상

태와 반복 열발작 연관을 특정 기전으로 설명하긴 어렵다.

본 연구에서 발작 후 산증이 반복 열발작의 위험인자로

나타났다. 발작 시 근육 내 저산소증이 산증을 유발할 수

있으나, 이는 발작 후 1시간 이내에 자연 호전된다22,23). 14

세 이상 무열발작 환자 상 연구에서 산증(정맥혈 pH <

7.25)이 발작 재발의 위험인자로 보고됐다24). 해당 저자는

심한 산증이 오래 지속한 첫 발작 또는 병원 도착 전 반복

한 발작에 기인하고, 이때 증가한 뇌전증 활성도가 낮은

발작 역치를 동반하여 재발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했다24).

발작 후 젖산 농도와 전신 발작 지속시간25), 중증 성인 질

환에서 지속적 젖산 농도 상승과 불량한 예후가 각각 연관

된다26). 이런 점을 고려하면, 본 연구에서 산증과 반복 열

발작 연관의 근거를 보여주진 못했지만, 심한 산증이 오래

지속한 첫 발작(국소 발작 또는 보호자가 인지하지 못한)

에서 발생하는 저산소증 및 격렬한 근육 수축에 기인했을

수 있다. 따라서, 심한 산증은 열발작 지속시간 및 중증도

와 연관되고, 발작 활성도 증가를 동반한 반복 열발작의

위험인자일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를 상으로 했으므로, 중증

환자 빈도에 따른 선택바이어스가 결과에 향을 미쳤을

수 있다. 추적관찰이 되지 않아 제외한 191명이 바이어스

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둘째, 결측값이 결과에 향을 미

쳤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반복군 중 16명, 비반복군 중 51

명에서 정맥혈 기체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상기

제한점을 보완하려면, 향후 미리 계획된 프로토콜과 정기

적 추적관찰을 포함한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다.

요약하면, 응급실을 방문한 열발작 환자의 21.5%에서

동일 이환기간에 반복 열발작을 경험했고, 이 반복은 부

분 첫 발작 24시간 이내에 발생했다. 복합 열발작의 특징

인 국소 발작 외에도, 발작 후 기면 상태 지속 및 산증이

반복 열발작과 연관됐다. 따라서, 의료진 및 보호자는 열

발작 후 말초 정맥혈 pH 및 기면 상태 지속시간을 확인하여

첫 24시간 이내 반복 열발작에 면 하게 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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