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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발달지연을 동반한 간질환아에서  
18FDG-PET 과 SPM 을 이용한 

대뇌 당대사 변화분석 

 

 

(연구배경 및 목적)간질은 간질뿐만 아니라 학습장애, 기억령장애, 공격성 성향 등 

정신과적인 문제를 동반하는 경향이 많으며, 발달지연등과도 연관 있는 복합적인 

질환이다. 간질병소의 조직적인 이상뿐만 아니라 국소적인 당대사의 저하를 
18FDG-PET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런 당대사의 저하가 기능적 결함과 연관되

어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 이에 소아에서 발달지연을 동반한 간질환자의 당대사를 

확인하여 특정부위의 당대사의 저하가 발달지연을 동반한 간질환아에서 어떤 의미

를 가지는지 평가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대상 및 방법)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소아과에서 치료 받고 있는 

정상 발달을 보인 간질환아 10명, 발달지연 13명, 발달지연을 동반한 간질환아 10

명을 대상으로 발달평가 및 18FDG-PET 를 시행하고 이 결과를 정상 성인 대조군 

7명의 결과와 SPM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1. 정상 발달을 보인 간질환자군 10명의 평균나이는 12.8세 남녀 비는 6:4

였으며 , 발달지연군 13명 평균 9.7세 남녀비는 10:3, 발달지연을 동반한 간질환자

군 10명의 평균나이 10.4세였으며 남녀 비는 7:3였다. 발달지연 군과 발달지연을 

동반한 간질환아의 발달지수는 각각 53.5, 53.8 이었다. 

2. 정상발달을 보인 간질환아군에서는 뇌간과 parahippocampal gyrus를 중심으로 

당대사의 감소가 있었으며 발달지연만 있었던 환아는 cingulate gyrus와 변연계에 

유의한 당대사의 감소가 있었고 발달지연과 간질을 동반한 환아에서는 정상발달을 

보인 간질환아군과 유사한 형태를 보였으나 변연계를 포함한 전두엽의 당대사의 저

하가 뚜렷하였다. 

(결론)이상의 연구 결과로 발달지연이 동반된 간질환아에서 정상발달을 보인 간질

환아군과 구분이 되는 변연계 및 전두엽의 당대사의 저하가 있었다. 이는 간질이 

지속될수록 대뇌피질 특히 전두엽의 기능적 손상이 대뇌피질 하부구조와의 연결망 

손상과 연관되어 인지 및 발달지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되는 말: 발달지연. 간질, PET, 대사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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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간질은 하나의 질환이기 보다는 유전자의 결함, 신경계 감염, 두부 손상, 대사 질환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하나의 증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간질은 간질 

자체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 및 발달의 문제를 잘 동반하며 학습 장애나 발작

으로 인한 삶의 질의 황폐화 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일반인에 비해 2.5배 이

상 높은 정신과적인 질환의 발병률을 보이기도 하며1 MacDermott 등은 건강한 아

이들보다 행동장애의 발병률또한 4.7배가량 높다고 보고하였다. 당뇨환아와 비교하

여도 간질 환아는 당뇨 환아의 11% 보다 유의하게 높은 37%의 정신병력을 보이

기도 한다2. 질환자체로 인한 문제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약물 복용으로 인해 문제

가 초래되기도 한다. 항간질약을 소아에 투여시 신경계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

으로 보여진다. 임신기에 항경련제를 투여받은 산모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심리발달

의 장애가 보이며3 주산기에 페노바비탈 투여로 두위 감소와 인지 행동의 미숙이 

보고되기도 하였다4. 또한 주산기에 페노바비탈 및 페니토인에 노출되었던 경우 출

생시 현저한 두위 감소와 학습장애, 정신지체등이 나타나기도 하였다5. Volpe는 또

한 지속적인 페노바비탈 노출이 있는 열성경련의 경우 인지발달의 장애를 보고하였

다6. 2-deoxy-2-[18F] fluoro-D-glucose(FDG)Positron emission 

tomography(PET) 는 Chugani 등에 의해 처음으로 소아간질의 기능적 영상 기법

으로 쓰여진 이후 여러 데이터에의 그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영아연축 환아의 

PET 연구에서 추적중 두번째 PET에 저대사증이 있는 경우가 발달지연이 현저한 

것으로 나타나7 대뇌 기능의 변화에 따른 PET 영상의 진단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

었다. 최근에는 MRI나 PET판독시 개인차에 의한 판독의 부정확성을 배제하고 객

관적인 판독을 위해 SPM 분석을 이용하고 있다. SPM 분석은 기능적 영상을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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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로 처리하는 강력한 도구로 그동안 성인들에서 주로 쓰였으나 6세 이상의 어린이

에 적용했을 때에도 성인과 차이없는 당대사의 변화 행태를 보여주어 신뢰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다8. 

이전의 여러 연구가 간질과 동반된 정신병리학적인 측면에 맞추어 연구되어 왔으나 

이 연구에서는 발달지연을 동반한 간질환아의 당대사의 변화를 간질환자군, 발달지

연군과 더불어 정상 성인 대조군의 PET결과를 SPM으로 분석하고 비교하고자 한

다. 

 

 

 

 

 

 

 

 

 

 

 

 

 

 

 

 

 

 

 

 

 

 

 

 

 

 

 

 

 



4 

II.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소아과에서 치료 받는 정상발달을 보인 간질 환

아 10명, 발달지연 13명, 발달지연을 동반한 간질환아 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정

상발달을 보인 간질 환아 평균나이는 12.8세, 발달지연 환아 평균 9.7세, 발달지연

을 동반한 간질환아는 평균 10.4세였다 

SPM의 통계적 분석에 사용한 대조군은 7명으로 평균 나이 29세(범위 ; 27세~34

세)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남녀비는 3:4 이었다. 

 

2. 18FDG-PET 영상 획득 
18FDG-PET는 GE Advance PET(General Electric Medical Systems, 

Milwaukee, WI, USA)를 이용하여 영상을 얻었다.스캐너의 공간 해상도는 6.2 x 

6.2 x 4.3 mm이고 각 화소의 크기는 2.1 x 2.1 x 3.4 mm이며 영상 매트릭스는 

128 x 128 이다. 감쇠보정을 위하여 Ge-68 선원을 이용하여 5분간 투과 스캔을 

얻었다. 투과 스캔후 370 MBq의 18FDG를 정맥 주사한 후 30분 후부터 25분간 

2-D 모드 방출 영상을 획득하였다. 방출 영상은 Shepp-Logan 필터를 이용하여 

차단주파수 0.35로 역투사 방식에 의하여 영상을 재구성하였고 투과 스캔으로 감

쇠 보정한 영상을 구현하였다. 

 

3. SPM 분석 

SPM2(Statistical Parametric Mapping 2, Wellcome Department of Cognitive 

Neurology, Institute of Neurology, University College of London, UK)를 이용하

여 PET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PET 영상을 헤더 정보와 영상 정보를 분리하여 

Analyze 파일 형식으로 변환하였다. SPM 2에서 제공되는 PET 표준 지도에 공간

정규화(spatial normalization)된 환자의 뇌 PET영상을 12개의 성분을 가진 벡터

로 affine 변환을 시행하였으며 변환된 영상과 PET 표준 지도와의 미세한 차이는 

선형화된 비선형적 변형 방법으로 제거하였다. 공간정규화된 영상은 신호대 잡음비

를 높이기 위하여 10mm의 가우시안 커널(Gaussian kernel)로 중첩적분

(convolution)시켜 영상을 편평화(smooth)하였다. 간질환아, 발달지연환아 및 발

달지연을 동반한 간질환아의 PET 영상에서 대사의 감소 부위를 찾아내기 위해 각 

환자군과 정상 대조군의 PET영상을 각 화소에서 two-sample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렇게 얻은 화소별 t 값을 가우시안 정규분포에 따라 Z 값으로 바꾸

었다. SPM 결과는 P 값이 0.001이하이고 변화가 있는 화소가 연속하여 200개 이

상인 경우를 의미있는 덩어리(cluster)로 제시하였다. SPM의 통계 결과를 평균 

MR template (Montreal Neurologic Institute, McGill University, CA) 위에 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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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횡단면, 관상면, 시상면으로 결과를 나타내었다. 

 

4. 발달평가 

각 환자군들의 발달상태는 Griffiths Mental Developmental Scales 및 Korean-

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 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5. 결과판독 
18FDG-PET 스캔의 육아적인 판독은 횡단면, 관상면, 시상면으로 구성된 PET 스

캔에서 양측 대뇌의 대사의 대칭성을 기준으로 대사가 가장 감소된 부위를 의미있

는 부위로 판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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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1. 환자군의 임상적 특징 

 

각 환자군의 임상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Table 1). 

 

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of each patients group 

 

 

 

2. 18FDG-PET 의 육안 판독 

 
18FDG-PET 스캔의 육안 판독에서 세환자군 35명중 25명(71.4%)에서 대사 감소

가 확인되었다. 10명의 정상발달을 보인 간질환아의 뇌파에서 3명은 국소화가 되지 

않았으나 PET에서 대사 감소부위를 확인할 수 있었고 나머지 7명중 6명에서 두피 

뇌파에서 국소화된 병소와 유사한 부위의 대사 감소가 있었으나 1명은 정상 소견을 

나타내었다. 발달지연만 있었던 13명의 환아중 8명(61.5%)에서 국소적인 대사감

소가 있었다. 특히 8명중 5명에서는 대뇌피질하부 구조의 대사 감소가 공통적으로 

있었다. 발달지연을 동반한 간질환아 10명중 9명(90%)에서 대사 감소가 있었으나 

9명중 3명(33.3%)만 뇌파의 국소성과는 일치되는 경향을 보였다(Table 2, 3, 4). 

 

 

 

 

 

 

 

 

 Group 1 Group 2 Group 3 

 Epilepsy without DD 

(N=10) 

DD without 

epilepsy(N=13) 

Epilepsy with DD 

(N=10) 

Mean age(years) 12.8±3.3 9.7±1.5 10.4±2.5 

Sex M:F=6:4 M:F=10:3 M:F=7:3 

Mean duration of  

epilepsy(years) 

4.3±3.2 - 7.6±3.6 

Developmental scales - 53.5±11.8 53.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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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linical data and visual FDG-FET findings of epilepsy patients group 

 

  1 CPS : complex partial seizure 

 

 

 

 

 

 

 

 

 

 

 

 

 

 

 

Pts No. Sex Age 

(yr) 

Seizure 

Type 

Duration of 

epilepsy(yr) 

EEG focus Visable hypometabolism 

area by PET 

1 M 8.3 CPS1 7.3 Lt. centro-

temporal 

Lt. parietal 

2 F 15.5 CPS 7.5 Lt. centro-

temporal 

Normal 

3 M 13.6 CPS 5.6 Rt. temporal Both mesiotemporal 

4 M 14.6 CPS 1.6 Normal Basal ganglia 

5 F 8.3 CPS 0.3 Both occipital Both occipital 

6 M 10.6 CPS 2.6 Lt. temporo-

occipital 

Lt. temporo-occipital 

7 F 19.0 CPS 5.0 Normal Lt. parietal 

8 F 14.2 CPS 1.2 Lt. temporal Lt. temporal 

9 M 13.0 CPS 1.8 Normal Lt. parietal 

10 M 11.0 CPS 9.7 Rt. centro-

parietal, 

Rt. Fro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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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linical data and visual FDG-FET findings of developmental delay 

patients group 

 

 

 

 

 

 

 

 

 

 

 

 

 

 

 

 

 

 

 

Pts 

No. 

Sex Age(yr) Developmental 

scale 

Visable hypometabolism area by 

PET 

1 M 8.1 62.0 Rt. thalamus 

2 F 10.1 63.0 Normal 

3 M 12.7 47.6 Cerebellum, thalamus 

4 M 10.8 51.6 Normal 

5 M 8.3 64.8 Rt. caudate 

6 M 10.9 70.0 Normal 

7 M 10.1 30.0 Cerebellum, thalamus 

8 F 9.7 50.0 Both temporal 

9 M 11.0 40.0 Normal 

10 M 7.3 60.0 Normal 

11 M 9.0 60.0 Both rectus gyrii 

12 F 9.9 55.0 Increased in basal ganglia 

13 M 8.0 50.0 Rt. temp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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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linical data and visual FDG-FET findings of epilepsy with 

developmental delay patients group 

 

    1 LGS : Lennox-Gastaut Syndrome 

    2 GTC : Generalized tonic-clonic seizure 

 

 

3. 18FDG-PET 분석결과 

 

각 환자군의 18FDG-PET 을 7명의 대조군과 비교 분석하여 유의하게 대사가 감소

한 부분을 SPM 분석법으로 찾았다. 각 화소에서 대사 감소의 유의 수준을 

uncorrected p 값을 0.001로 두고, 의미있는 화소 덩어리의 크기를 200 화소로 

정하고 세 군에서 유의한 대사 감소 부분을 찾았다. 정상발달을 보인 간질환아는 

뇌간과 parahippocampal gyrus를 중심으로 당대사의 감소가 있었으며 발달지연만 

있었던 환아는 cingulate gyrus와 변연계에 유의한 당대사의 감소가 있었고 발달지

연과 간질을 동반한 환아에서는 정상발달을 보인 간질환아군과 유사한 형태를 보였

으나 변연계를 포함한 전두엽의 당대사의 저하가 뚜렷하였다 (Table 5, Fig. 1-3). 

 

 

Patients 

No. 

Sex Age 

(yr) 

Seizure 

Type 

Duration of

epilepsy(yr)

EEG focus Developmenta

l sclae 

Visable hypometabolism 

area by PET 

1 F 13.3 SPS 12.0 Rt. parieto-occipital 64.8 Rt. Hemisphere 

2 F 12.8 CPS 12.0 Lt. frontal 40.6 Lt. temporal 

3 M 12.8 CPS 5.0 Lt. occipital 53.4 Diffuse 

4 M 9.8 LGS1 9.2 Normal 59.6 Diffuse 

5 M 8.4 GTC2 5.0 Rt. temporal 50.2 Frontal, parietal, 

cerebellum 

6 M 7.5 LGS 7.0 Rt. frontal 54 Rt. frontal 

7 M 10.6 CPS 0.9 Lt. temporo-occipital 60 Lt. temporal 

8 M 10.1 LGS 9.6 Both frontal 60 Both frontal 

9 M 6.3 LGS 5.0 Diffuse 30 Normal 

10 F 12.8 CPS 10.0 Normal 65 Lt. fro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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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ults of statistical parametric mapping(SPM) of each patients 

group 

 

Compared groups Significant 

difference on 

Maximal differences on the voxel 

 Cluster level 

P-value, (k, Z) 

P-value 

voxel level (Z)

Talairach 

coordinate 

x,y,z(mm) 

Brain region(brodmann’s 

area) 

Group 1 vs. 

control 

0.000(1681, 4.46) 0.000(4.46) 2, -37, -5 Rt. brainstem, midbrain 

  0.000(4.23) 8, -32, -10 Rt. brainstem, midbrain 

  0.000(4.16) 10, -30, -25 Rt. brainstem, pons 

 0.017(215, 4.45) 0.000(4.45) 44, -22, -12 Rt. cerebrum, temporal 

lobe, white matter 

 0.021(201, 4.14) 0.000(4.14) 26, -37, 4 Rt. cerebrum, 

parahippocampal gyrus, 

white matter 

 0.013(240, 3.61) 0.000(3.61) 4, -34, 55 Rt. Cerebrum, frontal 

lobe(5) 

Group 2 vs. 

control 

0.000(17741, 5.08) 0.000(5.08) -42, -14, -8 Lt. cerebrum, temporal 

lobe,  

white matter 

 0.000(2400, 4.69) 0.000(4.69) -2, -6, 44 Lt. cerebrum,limbic lobe, 

cingulate gyrus 

  0.000(4.28) 8, 4, 37 Rt. cerebrum, limbic lobe, 

cingulate gyrus, white 

matter 

  0.000(4.21) -8, 7, 48 Lt. cerebrum, dedial frontal 

gyrus 

 0.000(1280, 6.47) 0.000(4.47) -22,-99, 2 Lt.cerebrum, gray 

matter(18) 

 0.001(514, 4.40) 0.000(3.59) 51, -73, 13 Rt. Cerebrum, temporal 

lobe,  

gray matter(39) 

Group 3 vs. 

control 

0.000(2995, 4.44) 0.000(4.40) 4, 47, 11 Rt. Cerebrum, frontal lobe, 

medial frontal gyrus(10) 

  0.000(4.39) 4, 35, 21 Rt. cerebrum, limbic lobe, 

anterior cingulate(32) 

 0.005(364, 4.35) 0.000(4.35) 24, 34, -19 Rt. cerebrum, frontal lobe, 

inferior frontal gyrus(11) 

 0.003(424, 3.91) 0.000(3.91) -2, -27, 42 Lt. cerebrum, limbic lobe, 

cingulate gyrus(31) 

 0.001(515, 3.66) 0.000(3.48) 50, -32, 15 Rt. Cerebrum, temporal l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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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patial distribution of areas with significantly decreased glucose 

metabolism in epilepsy patien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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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patial distribution of areas with significantly decreased glucose 

metabolism in developmental delay patien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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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patial distribution of areas with significantly decreased glucose 

metabolism in epilepsy with developmental delay patient group. 

Hypometabolism were seen on anterior cingiulate, limbic lobe and front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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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간질의 유병률은 인구 100명당 4.0~8.8명9-11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신경계 손상이 

있을경우 이 비율은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9,12. 또한 중증 정신지체 환

아의 72.2%가 간질이 동반되며 이중 1세이전에 간질이 발병하는 경우가 48.1%이

다13. 간질 발작이 발달하는 뇌에 작용하여 특히 인지기능과 행동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14 전반적 발달장애, 공격성향, 기억력장애등의 병발 비율이 높으며15-20 이러

한 경우 발작의 조절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1-23. Nolan등은 이러한 간질

환아에서 신경계 및 인지 기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발병연령, 발작의 

기간, 발작의 빈도 및 병합요법을 들었다24. 항간질약은 GABA 대사 통로를 촉진시

켜 뇌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GABA의 균형이 깨짐으로써 뇌손상에 중요

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25. 특히 페노바비탈의 경우 발프로인산, 카바마

제핀, 페니토인등 보다 많게는 37%정도 당대사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

28. 약물 차체에 의해 기능적 손상이 오며 이러한 기능적 손상은 약물투여를 중지하

여도 지속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동물실험에서 보면 Vigabatrin을 투여한 쥐 모델

에서 뚜렷한 백질의 손상이 있었고 과잉행동의 양상이 나타났으나 2주간의 회복기

를 거친후 대부분의 뇌조직은 정상으로 회복되었으나 행동의 문제는 지속되었다29. 

Stores등30은 간질환아에서 항경련제를 투여하기도 전에 행동장애가 동반된 경우가 

많아 투약으로 인한 부작용뿐만 아니라 기왕의 중추신경계의 장애가 주요한 신경병

리의 원인일 수도 있다고 추정하였다. 이처럼 간질발작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소

들에 의해 신경계 손상을 주고 정상적인 뇌기능 형성과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

으로 생각된다. Chugani등에 의해 PET가 소아 간질 영역에서 기능적 영상의 기법

으로 도입된 후 많은 연구자들이 간질환아에서 기능적 변화를 보고하고 있다. 경도

의 정신지체 환아의 뇌 용적이 정상 대조군의 80% 이나 전체적인 당대사율은 정

상대조군보다 높았다. 그러나 caudate부위, superior frontal lobe 및 cingulate 부

위는 평균적인 당대사율이 떨어져 있었다31. 영아연축이 있는 환아에서 자폐증과 중

증 발달지연이 동반된 경우 양측 측두엽의 당대사의 저하가 보고되었으며32 , 간질 

환아에서 양측 측두엽 및 전전두엽의 당대사 저하가 있을경우 공격성향이 많이 동

반 되기는 하나 당대사의 저하가 있는 모든 환자들에서 이러한 성향이 나타나는 것

은 아니므로33 국소적인 뇌 한 부위의 조직적, 기능적 손상이 외형적으로 발산되지

는 않는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당대사의 저하는 민감도는 높으나 특이도는 그렇지 

못한 경향이 있다. 즉 신피질에서 기인하는 간질의 70%정도가 국소적 또는 광범위

한 당대사의 저하가 있었으며34 내측 측두엽 간질에서 90%정도가 국소적인 당대사

의 저하가 있었다35. FDG-PET에서 여러가진 인자로 국소적인 대사를 정확히 평가

하는 것은 어려우나 SPM분석은 여러 다양한 변수를 하나의 군으로 묶어 공통적인 

대사의 형태를 확인 할 수 있게 하였다36,37. 본연구에서 발달지연만 있는 환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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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PET 과 SPM 분석으로 보면 cingulated gyrus와 변연계의 당대사 저하

가 관찰되어 위 부위의 연관성을 시사하였다. 발달지연을 동반한 간질환자에서 당

대사는 정상발달을 보인 간질환아군과 유사한 형태를 보였으며 또한 발달지연만 있

는 환아들과 유사하게 변연계의 당대사 저하가 있었고 전두엽부위의 당대사 저하도 

현저하였다. 정상발달을 보인 간질환아군에서는 10명 모두 부분발작이었으며 발달

지연을 동반한 간질환자군은 10명중 4명에서 Lennox-Gastaut 증후군과 같은 원

인 불명의  전신성 간질환아로 이 환자군에서 간질이 진행됨에 따라 대뇌피질과 피

질하부 구조의 네트웍의 손상을 초래하여 발달지연이 심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Rintahaka등에 의하면 결절성 경화증 환아 23명중 20명이 발달지연이 있었으며 

이 들 중 2명은 PET에서 특이 소견이 없었으나 간질이 나타나며 발달이 늦어졌다
14. 강박성 충동장애환자의 경우 전두엽의 대사가 증가되어 있으며  이러한 강박성 

충동장애의 원인이 전두엽-변연계-기저핵의 루프의 기능적 장애에서 초래한다는 

가설도 있다38,39. 또한 주요우울증환자에서 좌측 전전두엽의 장애가 발견되며40 

Alzheimer 병에서 우울증이 잘 동반되는데 이경우 오른쪽의  anterior cingulate 

gyrus의 관류저하가 있었다41. 이 anterior cingulate gyrus는 전두엽과 피질 하부

를 연결하는 연결역할을 한다42.이런 연결부위의 기능적 장애가 여러 심리적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42,43.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발달지연을 동반한 간질환아

에서 변연계 및 전두엽의 당대사 저하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간질 발작에의해 전

두엽의 기능적 장애가 초래되고 이 결과 전두엽에서 전두엽-변연계-기저핵의 루

프에 이상을 초래하여 발달 장애가 초래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즉 전두엽을 중심

으로한 공통적인 대사과정이나 신경계 전달 물질의 통로가 있어 대사의 과잉이나 

저하로 행동장애, 인지장애, 발달지연이 발현된다는 가설을 세울수 있다. 그러나 이

번 연구는 환자군이 충분하지 않고 환자군에서 뇌파에의한 간질의 분류가 세분화되

지 않아 그 제한점이 있으며 향후 좀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리

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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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erebral glucose metabolism analysis by using 18FDG-PET and SPM in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 and epilepsy 

 

Du Cheol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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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Joon Soo Lee) 

 

(Purpose) To evaluate brain regions with abnormal function in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 and epilepsy by using 2-deoxy-2-［18F］fluoro-D-

glucose (FDG) positron emission tomography(PET) and statistical parametric 

mapping(SPM). 

(Methods) Detailed psychodevelopmental assessment and FDG-PET scanning 

were performed on 10 children aged between 6.3 and 12.8 years ( mean age 

10.4 years) old with developmental delay and epilepsy. We applied the 

objective technique of statistical parametric mapping (SPM) to define focal 

abnormalities of glucose metabolism, and compared with those of a group of 

normal adult subjects (n=7, mean age, 29 years) as well as age-matched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 but without epilepsy (n = 13, mean age 9.7 

years) and epilepsy without developmental delay (n = 10, mean age 12.8 

years). 

 (Results) SPM analysis in the group showing developmental delay with 

epilepsy, revealed extensive glucose hypometabolism in the anterior cingulate, 

limbic lobe and frontal areas when compared with that in normal adult control 

group. In children with development delay without epilepsy, hypometabolism 

were noted in areas of cingulate gyrus and limbic lobe.  

Comparing children with both developmental delay and epilepsy and those with 

epilepsy only, reduced glucose metabolism showed similar pattern but 

hypometabolism in the anterior cingulate, limbic lobe and frontal areas were 

prominent in the former group only. 

(Conclusions) Hypometabolism in the anterior cingulate, limbic lobe with 

frontal glucose hypometabolism  in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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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lepsy may be related to decreased cognitive function and widespread 

dysfunction of cortical region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 Words : developmental delay, epilepsy, PET, hypometabo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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