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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책자를 읽으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적어두었다가 담당 
정신과 의사나 가정의, 간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잘 모르는 다른 용어를 듣거나 읽으시면 저희에게 
설명해달라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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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경련 요법 소개 About Electroconvulsive Therapy 
 
전기 경련 요법(ECT)이란? What is Electroconvulsive Therapy (ECT)? 

소량의 전기를 사용하여 뇌에 조심스럽게 제어된 발작을 유발하는 
치료법입니다. 이 치료법의 정확한 작용 방식은 모르지만, 발작이 
일어나면 뇌의 화학 물질이 변하여 뇌가 정상 기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ECT는 심한 우울증 치료에 가장 자주 사용됩니다. 다른 치료법이 
효과가 없었거나 정신병을 즉시 치료해야 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치료법에 관하여 우려되는 점이 있으시면 담당 정신과 의사나 
가정의, 간호사에게 말씀하세요. 
 
 
ECT는 누구에게 가장 도움이 되나요? Who is ECT most helpful for? 

이 치료법은 다음과 같은 우울증 환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 자살하고 싶어 함 
- 망상이나 환각이 있음 
- 다른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음 
- 부작용 탓에 약을 복용하지 못함 

ECT는 다른 치료법으로 호전되지 않은 조증 환자나 조현병 환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약물 치료 대신 ECT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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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경련 요법 

ECT는 어떻게 받나요? How is ECT done? 

ECT는 병원에서 받습니다. 치료 자체는 몇 분밖에 안 걸립니다. 
환자에게는 치료 내내 수면 상태에 있게 하는 약이 투여됩니다. 대개 
정맥 주사를 시작할 때 약간의 불편감만 있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마취제를 투여하여 환자는 약 5~10분간 수면 상태가 
됩니다. 또한, 근육 이완제도 투여하여 환자에게 발작이 일어나는 동안 
약간의 움직임만 있게 합니다. 

의료진은 혈압, 심장 박동, 호흡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합니다. 

정신과 의사는 두 개의 전극을 환자의 머리에 부착합니다. 머리 
한쪽(편측)에 두 개 또는 양쪽(양측)에 하나씩 부착합니다. 이 전극으로 
전류가 전달됩니다. 머리에는 센서도 부착되어 뇌의 활동을 
모니터합니다. 

소량의 전기로 뇌에 발작이 일어나 약 1분간 지속합니다. 

환자는 깨어나면 회복 구역에 있게 되며,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간호사가 환자를 면밀히 모니터합니다. 

담당 정신과 의사는 환자가 치료를 몇 번이나 받아야 하는지 또한 
얼마나 자주 받게 될지 알려드립니다. 

환자의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정신과 의사는 호전 상태를 가장 잘 
유지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정신과 약 
- 대화 요법(talk therapy)(정신 요법(psychotherapy)이라고 하며, 
숙련된 전문가와 대화하는 것) 

- 유지 관리 ECT(병원 당일 방문 치료, 대개 월 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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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T의 일반적인 부작용과 자가 관리 방법 
Common side effects of ECT and how to care for yourself 

치료에서 오는 영향이 있으면 언제나 담당 정신과 의사나 가정의, 
간호사에게 알려주세요. 

일반적인 부작용 
Common Side Effect 

자가 관리 방법 
How to care for yourself 

근육 경직 Muscle stiffness 

근육 이완제가 원인입니다. 
• 따뜻한 물로 목욕하세요. 

• 가벼운 운동(스트레칭, 걷기 등)을 
조금 하세요. 

• 통증이 있으면 일반 
아세트아미노펜(예: 일반 
타이레놀)을 복용하세요. 

헷갈림 Confusion 
날짜나 시간을 헷갈려 하거나 
모를 수(혼돈) 있습니다. 원인은 
잠들게 하는 약(마취제)이거나 
치료 자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잠깐만 지속합니다. 

•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미리 알려주면 이들이 환자를 
안심시키고 현재 위치, 요일, 시간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기억 상실 Memory loss 
치료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 후 며칠에서 몇 주가 
지나는 동안 잘 잊거나 방금 
일어난 일도 기억하기 
힘들어지기도 합니다(단기 
기억 상실). 이런 증상은 서서히 
나아집니다. 

• 일어난 일들의 일기를 매일 쓰세요. 

• 매번 치료를 받기 전과 치료를 받는 
사이사이에 있는 중요한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세요. 

• 달력에서 날짜를 지워가세요. 

• 가족과 친구들에게 기억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세요. 

• 큰 결정은 생각을 명확하게 할 수 
있고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미루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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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경련 요법 

일반적인 부작용 
Common Side Effect 

자가 관리 방법 
How to care for yourself 

두통 Headaches 
마취제나 치료 또는 한동안 
먹지 않은 상태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 음식을 드세요. 

• 두통이 너무 심해지기 전에 진통제를 
달라고 하세요. 

• 차가운 천을 이마에 대세요. 

• 어두운 방에서 쉬세요. 

• 근육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조용하고 편안한 음악이나 긴장 완화 
운동을 안내하는 오디오를 
들으세요(간호사에게 긴장 완화 
녹음을 구할 수 있는 곳을 
물어보세요). 

• 주의를 분산시키는 방법(천장 타일 
세기, 좋아하는 장소를 거닌다고 
상상하기, 독서, 그림 그리기 등)을 
시도해 보세요. 

배탈 Upset stomach 
마취제 또는 한동안 먹거나 
마시지 않은 상태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 속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음식(소다 크래커, 맨토스트 등)을 
조금 드세요. 

• 진저에일이나 물 같은 음료를 
마시세요. 

• 쉬세요. 

• 너무 나빠지기 전에 속을 달랠 약을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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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T 치료를 처음 받기 전에 Before your first ECT treatment 

담당 정신과 의사가 치료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하시라고 합니다. 서명 전에 질문이 있으면 하시고 이 치료에 
관하여 우려되는 점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입원하시는 경우 

If in the hospital 
집에 계시는 경우 
If at home 

혈액 검사 채혈사가 병실로 와서 
혈액 검체를 
채취합니다. 

거주지 검사실에 가져가실 
혈액 검사 및 ECG(심전도) 
양식(검사 의뢰서)을 
가정의가 드립니다. 심전도 

(E.C.G.) 
검사자가 병실로 와서 
검사합니다. 

마취 마취과 의사가 병실로 
와서 환자를 만납니다. 

수술 준비 클리닉에서 
전화하여 마취과 의사 
예약을 해드립니다. 

치료 시간 담당 간호사가 
치료받으실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예약 사무실에서 병원에 
오시는 날짜와 시간 및 
가셔야 할 곳을 전화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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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경련 요법 

ECT 치료 준비 – 병원에서 Preparing in the Hospital for ECT 

전날 밤... The night before… 
• 샤워나 목욕을 하세요. 휴식과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머리를 감고 말리세요. 모발이 깨끗하면 전류가 더욱 잘 전달됩니다. 
• 매니큐어와 페디큐어, 화장을 모두 지우세요. 
• 자정(12:00)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마세요. 
사탕, 껌, 물은 물론 약도 복용하지 마세요(의사가 달리 지시한 
경우는 예외). 
반드시 빈속이어야 치료 도중이나 후에 메스껍거나 토할 것 같아도 
질식하거나 액체가 기도로 잘못 들어갈(흡인이라 함)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당일 아침... The morning of… 

• 환자복으로 갈아입으세요. (개인 복장이 
더러워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 병원 ID 팔찌와 해당하는 경우 빨간색 알레르기 
팔찌를 손목에 반드시 차세요. 
패스를 받아 외출할 때 팔찌를 제거하셨다면 치료받으러 병실을 
떠나기 전에 간호사실에 새 것을 달라고 하세요. 

• 장신구를 모두 제거하세요. 담당 간호사에게 귀중품을 간호사실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 달라고 하세요. 

• 담당 간호사가 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을 잽니다. 
• 예정된 치료 시간 약 90분 전에 물 한 모금과 함께 약을 복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 예정된 치료 시간 약 15분 전에 치료 구역으로 이동합니다. 
필요하다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케이스와 의치용 케이스를 
가져가세요. 

• 정맥 주사를 한쪽 팔에 놓습니다. 
• 마취 전에 다음을 하시라고 합니다. 

- 화장실에 가서 방광을 비우세요(소변을 보세요). 치료 중 소변을 
지리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안경을 벗거나 콘택트렌즈를 빼서 케이스에 넣으세요. 
- 의치를 빼서 케이스에 넣으세요. 

기억하세요 Remember 
치료 이후까지 음식이나 음료 
섭취, 약 복용을 삼가세요. 
껌이나 사탕, 물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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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T 치료 후... After ECT treatment… 

회복실(Recovery Room 또는 Post-Anaesthetic Care Unit, PACU)에서 
깨어납니다. 

회복실에서 최소한 1시간은 머문다고 생각하세요. 
이 시간에 
• 산소를 마스크나 코 튜브로 공급받습니다. 

• 5~10분마다 다음을 확인합니다. 
- 혈압, 맥박, 호흡  

- 본인 이름과 현재 어디에 계신지 물어 정상 답변이 가능한지 

- 의료진의 손을 힘껏 쥐고 베개에서 고개를 드시라고 하여 근력이 

어떤지 

• 정맥 주사를 제거합니다. 

병실로 돌아오시면 
• 도움을 받아 침대에 눕습니다. 

• 담당 간호사가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 정신이 완전히 드시면 일어나 옷을 입고 아침을 드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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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경련 요법 

ECT 치료 준비 – 집에서 Preparing at Home for ECT 

• 다음을 해드릴 성인 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 환자를 병원으로 데려가고 다시 집으로 데려옵니다. 

- 치료 후 집에 도착하여 24시간을 환자와 함께 있습니다. 이는 

환자가 치료 후 완전히 회복하고 헷갈려 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날 밤... The night before… 

• 샤워나 목욕을 하세요. 휴식과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머리를 감고 말리세요. 모발이 깨끗하면 전류가 더욱 잘 

전달됩니다. 

• 매니큐어와 페디큐어, 화장을 모두 지우세요. 

• 자정(12:00)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마세요. 

사탕, 껌, 물은 물론 약도 복용하지 마세요(의사가 달리 지시한 

경우는 예외). 

반드시 빈속이어야 치료 도중이나 후에 메스껍거나 토할 것 같아도 

질식하거나 액체가 기도로 잘못 들어갈(흡인이라 함)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당일 아침... The morning of… 

• 당일 아침에는 샤워나 목욕을 하지 마세요. 

• 화장을 하거나 향기 나는 제품(향수류)을 

사용하지 마세요. 

• 모든 귀중품과 장신구는 집에 두세요. 

• 병원에서 특정 약을 복용하시라고 했다면 예약 시간 90분 전에 물 

한 모금과 함께 복용하세요. 

• 늦어도 예정된 치료 시간 30분 전에 병원에 도착하도록 

계획하세요.  

기억하세요 Remember 
치료 이후까지 음식이나 음료 
섭취, 약 복용을 삼가세요. 
껌이나 사탕, 물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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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가지고 오셔야 할 것 What to bring to the hospital 

 BC 서비스 카드 또는 

BC 케어카드 및 사진이 있는 신분증 

 지난 24시간 사이에 복용하신 모든 약의 목록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케이스 

 의치 케이스 

 본인을 집으로 데려가서 24시간 동안 함께 있을 사람 

 
 
 
병원에서 At the hospital 

환자복으로 갈아입습니다. 

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을 재드립니다. 

정맥 주사를 한쪽 팔에 놓아드립니다. 

치료 약 15분 전에 화장실에 가서 방광을 비우시라고(소변을 보시라고) 
합니다. 치료 중 소변을 지리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취 전에 다음을 하시라고 합니다. 
- 안경을 벗거나 콘택트렌즈를 빼서 케이스에 넣습니다. 
- 의치를 빼서 케이스에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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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경련 요법

ECT 치료 후... After ECT treatment…

회복실(Recovery Room 또는 Post-Anaesthetic Care Unit, PACU)에서 
깨어납니다. 

회복실에서 정신이 완전히 들 때까지 최소한 1시간은 머문다고 
생각하세요. 
이시간에

• 산소를 마스크나 코 튜브로 공급받습니다.

• 5~10분마다 다음을 확인합니다.
- 혈압, 맥박, 호흡

- 본인 이름과 현재 어디에 계신지 물어 정상 답변이 가능한지

- 의료진의 손을 힘껏 쥐고 베개에서 고개를 드시라고 하여 근력이

어떤지

• 정맥 주사를 제거합니다.

집에서, 치료 후 처음 24시간 동안 
• 가벼운 아침 식사를 하세요.

• 남은 하루는 집에서 조용히 쉬세요.

• 성인 보호자와 함께 있으세요.

• 약은 평소처럼 복용하세요.

• 혼자 다니지 마세요.

•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마세요.

• 운전하지 마세요.

• 술을 마시지 마세요.

주의 Note: 마취와 치료의 영향이 여러 시간 지속할 수 있으므로 위의 
주의 사항을 따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워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누군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Remember 
치료가 한 주에 여러 번
반복되는 동안, 치료가 없는 
날에도 운전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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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T에 관한 추가 정보 To learn more about ECT

비디오 Videos 

• 캐나다 전기 경련 요법 설문 조사 및 캐나다 전기 경련

요법 표준(Canadian Electroconvulsive Therapy Survey
and Canadian Electroconvulsive Therapy Standards)
웹 사이트: www.canects.org
‘Patients & Families’ 탭을 누릅니다.

비디오는 영어, 프랑스어, 펀자브어, 광둥어로 제공됩니다.

• 국제 ECT 및 신경 자극 협회(International Society for ECT and 
Neurostimulation)
웹 사이트: www.isen-ect.org
‘Resources for Patients’를 누릅니다.

‘Educational Content’를 선택합니다.

‘Videos of ECT Procedure’ 링크를 선택합니다.

http://www.canects.org/
https://www.isen-ec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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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경련 요법

용어 설명 What the words mean 

Anesthesia(마취) 
환자에게 약을 투여하여 시술이나 수술을 받는 동안 수면 상태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Anesthesiologist(마취과 의사) 
환자를 잠들게 하여 다양한 시술과 수술을 받게 하는 의사입니다. 

Delusion(망상)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음에도 헛된 생각을 하거나 비현실적인 신념을
갖는 경우를 말합니다. 

Electrocardiogram(심전도) 
E.C.G.('이-시-지') 또는 심장 추적(heart tracing)이라고도 합니다.
'electro'란 전기 또는 이 경우 전기적 활동을 의미하며, 'cardio'는 심장,
'gram'은 인쇄물을 뜻합니다.
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확인하거나 읽고 결과를 인쇄하는 검사입니다.

Electroconvulsive therapy(전기 경련 요법) 
ECT(‘이-시-티’)라고도 합니다. 
'electro'는 전기, 'convulsive'는 발작(경련) 유발, 'therapy'는 치료를 
의미합니다. 
전기를 사용하여 발작을 일으키는 치료입니다. 

Hallucination(환각) 
실제로 없는 것을 보거나 듣는 경우입니다. 

Intravenous(정맥 주사) 
IV(‘아이-비’)라고도 합니다. 
바늘로 피부를 통해 정맥에 삽입하는 속이 빈 작은 튜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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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보가 전기 경련 요법이 무엇이며 이 요법이 진료 방법의 하나로
선택된 이유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소책자는 의사의 조언과 더불어 제공되는 것입니다. 부작용이 전부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소책자에서 설명되지 않은 우려 사항이나
부작용에 관하여는 항상 담당 정신과 의사나 가정의와 상담하세요.



www.fraserhealth.ca 
이자료의 내용은 의료 제공자가 해드린 조언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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