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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간질 예후의 시간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분석 
 

 

간질은 가장 흔한 신경학적 질환 중 하나로 대부분 발작은 

항간질약물 복용으로 잘 조절되어 예후가 좋지만 적절한 

항간질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발작이 지속되는 난치성 간질로 

진행하기도 한다. 또한 발작의 관해와 재발을 반복하는 과정을 

거치는 환자도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발작 관해 상태에 있는 

환자와 항간질약물 치료에도 발작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간질 

환자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 관찰하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004년 11월에서 2005년 4월에 세브란스병원 신경과에 2년 이상 

다니며 항간질약물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발작 조절 정도와 발병 연령, 간질 이환 기간, 과거력, 정신 지연, 

간질 분류, 처음 조사 시점에 사용되고 있던 약물의 숫자, 과거 

사용되었던 약물의 숫자, 뇌 자기공명영상 소견, 발작 관해 기간, 

1년 동안의 발작 횟수 등을 조사한 후 이후 3년 간 발작 조절 

정도의 변화와 항간질약물의 변화, 수술 여부를 조사하였다. 

전체 814명의 환자가 조사되었으며 이 중 29명의 환자는 추적 

관찰 기간 동안 간질 수술을 시행 받아서 78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초기 조사 시점에 485명(61.8%)의 환자가 발작 

관해군이었으며 49명(6.2%)의 환자는 전조군, 251명(32.0%)의 환자는 

발작군이었다. 최종 조사 시점에서는 초기 조사 시점에 발작 

관해군이었던 환자 중 8.7%가 발작군이 되었으며 초기 조사 시점에 

발작군에서는 37.8%에서 발작 관해 상태가 되었다. 전조군 중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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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가 발작 관해군이 되었으며 20.4%는 발작군이 되었다. 최종 

조사 시점에서 559명(71.2%)의 환자가 발작 관해군이었으며 

25명(3.2%)의 환자에서 전조군, 201명(25.6%)의 환자에서 

발작군이었다. 수술을 받았던 환자 중에서는 14명의 환자가 발작 

관해 상태가 되었다. 

발작 조절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발작 관해 기간, 초기 

조사 시점에 복용하고 있는 항간질약물의 개수, 이전에 복용했던 

항간질약물의 총 개수, 정신 지연, 1년 동안 발작 횟수, 관자엽 간질 

등이 있었다. 

 발작 관해 상태에 있던 환자들에서 다시 발작이 재발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지만 발작이 조절되지 않던 환자들에서 항간질약물 

시도로 발작 관해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발작 관해 

상태에 있는 환자가 61.8%에서 71.2%가 되었으며 수술 환자를 

포함하면 59.6%에서 70.4%가 되었다. 

 

 

 

 

 

 

 

 

 

 

 
 
 

핵심되는 말 :  간질, 시간적 변화, 예후, 치료, 항간질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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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 예후의 시간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분석 

 

<지도교수 허   경>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고    혜    선 
 

 
Ⅰ. 서론 

간질은 가장 흔한 신경학적 질환 중 하나로 전세계적으로 0.5~1%

의 유병율을 가지며 평생 동안 한 번 이상의 발작을 경험하는 사람

은 3-5%에 이른다1,2. 대부분 발작은 항간질약물 복용으로 잘 조절되

며 예후는 일반적으로 좋지만 약 25-35%의 환자들은 적절한 항간질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발작이 지속되는 난치성 간질로 진행한다

3.4. 

 새로이 진단된 간질 환자들의 예후에 대한 연구에서는 치료 초기

에 발작의 조절(초기 항간질약물의 반응)이 장기적인 발작 관해의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5,6,7. 처음에 발작 관해에 이르렀던 환자

에서도 상당수는 발작 재발이 일어나고 그 중에서 일부는 다시 발

작 관해 상태로 가거나 일부는 발작의 재발 상태를 지속한다. 또한 

처음에 발작이 조절되지 않은 환자에서도 일부는 발작 관해 상태가 

될 수 있다7,8,9,10. 

 항간질약물 치료의 측면에서 보면 한 연구에서 초기 약물 치료에 

실패하는 경우 발작 관해의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하였다11. 따라서 

발작 관해에 도달하기 위한 만성 난치성 간질 환자의 치료에 있어 

의미 있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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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초기에 항간질약물 치료에도 발작이 조절되지 않았던 

환자들도 후에는 발작의 관해 상태로 될 수 있다는 보고들이 

발표되었는데12,13,14,1516,17, 만성 간질에서 있을 수 있는 조사 시점에 

있을 수 있는 자연적인 발작 조절의 변동으로 설명되기도 하나, 

부분적으로는 사용될 수 있는 항간질약물의 숫자가 많아진 것이 그 

이유가 될 수 있다. 

이전의 연구들은 발작이 조절되지 않던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항

간질약물을 조절했을 때 발작 관해 상태가 되는 데 미치는 인자들

이 조사되었다18,19. 반면에 발작 관해 상태에 있던 환자들을 추적했

을 때 나타나는 발작 조절 변화에 대한 연구는 미약하다. 전체적인 

간질 환자의 발작 조절 상패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발작이 잘 조절

되지 않는 간질 환자와 항간질약물로 잘 조절이 되고 있는 간질 환

자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영

향을 미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본원 신경과에서 이미 2년 이상 항간질약물 치료를 

받고 있으나 발작이 잘 조절되지 않는 간질 환자와 항간질약물로 

발작 조절이 잘 되고 있는 간질 환자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 

관찰하여 후에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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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환자 

2004년 11월에서 2005년 4월까지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외래에 내

원한 환자(이병인과 허경 담당 환자) 중 본원 신경과에서 2년 이상 

항간질약물 치료를 받아 온 15세 이상의 간질 환자를 대상으로 하

였다. 2004년 11월에서 2005년 4월 내원 이전에 간질 수술 병력이 

있거나 이후 3년 이상 추적 치료 기간 동안 약물 복용의 순응도가 

불량한 경우, 추적 중 소실된 환자는 제외하였다. 

 

2. 뇌 자기공명영상에 따른 환자 분류 

2004년 11월에서 2005년 4월까지 내원하였던 모든 환자는 뇌 자기

공명영상(MRI)을 실시하였다. 뇌 자기공명영상에 따라 정상, 종양(신

경아교종, 신경절신경아교종, 수막종, 별아교세포종, 배아형성장애신

경상피종양), 혈관기형(해면혈관종, 동정맥기형), 겉질형성이상(뇌들

보무발생, 결절경화증 포함), 자국(scars)(뇌졸중후, 외상후 뇌손상), 

기타(miscellaneous)(신경아교증, 석회화, 위축, 뇌연화증)), 해마경화증, 

이중 병리(dual pathology, 해마경화증과 다른 병변이 공존하는 경우)

로 분류하였다. 

 

3. 발작 유형에 따른 간질 분류(epilepsy classification) 

간질 분류는 발작의 임상적 양상과 뇌파, 뇌자기공명영상(MRI)에 

의거하여 International League Against Epilepsy (ILAE) classification에 따

라 구분하였다. 부분 간질(partial epilepsy)과 전신 간질(generalized 

epilepsy)로 분류하였으며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미분류

(unclassified)로 하였고 증상(symptomatic) 간질, 잠재(cryptogenic) 간질, 

이 외 특발(idiopathic) 간질로 구분하였다. 확실한 원인 병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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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경화증인 경우 부분 증상 간질로 분류하였다. 부분 간질은 발작

양상, 뇌파 및 뇌 자기공명영상 소견에 근거하여 ILAE에 따라 이마

엽, 마루엽, 관자엽, 뒤통수엽 간질로 분류하였다. 엽분류가 가능하

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불특정(unspecified)으로 하였다. 

 

4. 발작 조절 평가 

2004년 11월에서 2005년 4월까지 본원 신경과에 내원 당시 1년 동

안의 발작 조절 상태에 따라 환자를 세 군으로 분류하였는데 1년 

동안 발작이 없는 경우 ‘발작 관해군(seizure free group)’, 1년 동안 전

조 증상만 있었던 경우 ‘전조군(aura only group)’, 1년 동안 1회 이상

의 발작이 있었던 경우 ‘발작군(uncontrolled group)’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3년 이상의 추적 기간 이후 마지막 외래 방문 시점을 기준

으로 1년 동안의 발작 조절 상태에 따라 다시 환자를 위의 세 군으

로 분류하였다. 2004년 11월에서 2005년 4월까지 신경과에 내원했을 

때를 ‘초기 조사 시점(initial investigation)’으로 하였고 이후 3년 이상

의 추적 기간 후 신경과에 내원했을 때를 ‘최종 조사 시점(terminal 

investigation)’으로 하였다. 항간질약물의 변화 시점, 항간질약물의 변

화에 따른 발작 관해 상태의 기간, 간질 수술에 따른 성과를 고려하

여 초기 및 최종 평가 시점이 조정되었다. 

 

5. 발작 조절 정도의 변화에 미치는 인자 분석 

발작 조절 정도의 변화에 미치는 인자로 발병 연령, 간질 이환 기

간, 처음 본원에 내원했을 당시 간질 치료 여부, 가족력 유무, 과거

력(뇌 외상, 중추신경계 감염, 뇌졸중, 출생 전후 문제(perinatal 

problem), 열성발작 유무, 저산소증), 정신 지연(mental retardation) 유

무, 뇌 자기공명영상 소견, 간질 분류, 2004년 11월에서 2005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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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시점에 사용되고 있었던 약물의 숫자, 과거 사용되었던 약물의 

숫자, 발작 관해 기간, 1년 동안의 발작 횟수, 항간질약물의 변화(항

간질약물의 숫자 및 용량)를 분석하였다. 또한 3년 이상의 추적 기

간 동안 수술을 시행한 환자에 있어서 발작 조절 정도의 변화를 분

석하였다. 각 약물 사용에 따른 효과 분석에서는 초기 조사 시점에

서 분류된 발작 군에서 사용된 특정한 약물이 투여된 총 횟수에서 

특정한 약물이 사용되면서 최종 조사 시점에서 발작 관해 상태에 

이른 횟수가 계산되었다. 

 

6. 통계 분석 

발작 조절 정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분석하는 데 있어 

본원 내원 당시 간질 치료 여부, 가족력, 과거력, 정신 지연, 뇌 자

기공명영상 소견, 간질 분류에 대해서는 chi-square analysis 또는 

chi-square analysis가 적절하지 않을 때는 Fisher’s exact test를 사용하였

다. 발병 연령이나 간질 이환 기간, 항간질약물의 숫자, 발작 관해 

기간, 및 발작 빈도에 대해서는 Kolmogorov-Smirnov 검증 결과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 Mann-Whitney U test를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발

작 조절 정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 가장 유의한 인자를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한 다변

량분석(multivariate analysis)을 시행하였으며 본원 내원 당시 간질 치

료 여부, 가족력, 과거력, 정신 지연, 뇌 자기공명영상 소견, 간질 분

류와 같은 명목척도(nominal variables)에 대해서는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

해 Hosmer 와 Lemeshow 검정을 시행하였다. 통계 소프트웨어는 

SPSS (version 15.0)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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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환자 

2004년 11월에서 2005년 4월까지 간질로 본원 신경과에 내원한 

환자 중 2년 이상 본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사람은 

890명이었으며 이 중 3년 추적 기간 동안 불량한 약물 복용 

순응도로 제외된 사람은 19명, 추적하던 중 내원하지 않아 제외된 

사람은 57명으로 연구대상 환자는 총 814명이었다. 

814명의 환자 중 29명은 추적 기간 동안 수술을 시행 받았으며 

수술을 시행 받은 환자는 발작 조절 정도의 변화에 미치는 인자 

분석에서 제외하여 총 785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785명 전체 환자의 발병 연령은 평균 17.85±11.60(0-71)세였으며 

간질 이환 기간은 16.71±9.40(2-54)년이었다. 본원 신경과에 내원한 

이후 초기 조사 시점까지 전체 환자의 추적 기간은 

6.35±3.64(2-16)년이었으며 이후 초기 조사 시점에서 3년 이상의 

추적 기간 후 최종 조사 시점까지 전체 환자의 추적 기간은 

42.55±2.68(36-47)개월이었다(표 1). 본원 신경과에 처음 내원했을 때 

이전에 다른 곳에서 항간질약물을 복용하고 있던 환자는 

573명(73.0%)이었으며 가족력이 있는 환자는 78명(9.9%)이었다(표 1). 

또한 전체 환자의 과거력과 정신 지연 유무는 표 1과 같다. 발작 

관해군에서의 발작 관해 기간은 평균   

52.17±36.21(12-255)개월이었으며 발작군에서 1년 동안의 발작 

횟수의 중앙값은  9(1-730)회였다. 전체 환자가 초기 조사 시점에서 

복용하고 있는 항간질약물의 개수는 평균 2.14±1.25(0-6)개였고, 

이전에 복용했던 약물의 총 개수는 3.56±2.26(1-12)개였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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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체 환자 특성. M, male; F, female; n, number of patients; AED, 

antiepileptic drug; * duration of seizure freedom in seizure free group; 
+number of seizures during the year in uncontrolled group. 

 

전체 환자에서 MRI 소견은 다음과 같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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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전체 환자에서 MRI 소견. 

 

전체 환자에서 ILAE classification에 따른 간질 분류는 표 3과 같다. 

부분 간질(partial epilepsy)이 전체 환자 중 648명(82.5%)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신 간질(generalized epilepsy)은 95명(12.1%)이었다. 전신 

간질 중에서는 특발 간질이 84명(88.4%)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분 

간질 중에서는 증상 간질(symptomatic epilepsy)이 339명(52.3%), 잠재 

간질이 307명(47.4%), 특발 간질은 2명(0.3%)이었다. 부분 간질에서 

발작을 일으키는 병소로는 관자엽이 246명(38.0%)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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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전체 환자의 간질 분류. 

 

초기 조사 시점에서 785명의 환자들 중 485명(61.8%)의 환자가 

발작 관해군이었고 49명(6.2%)의 환자가 전조군, 발작군은 

251명(32.0%)이었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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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초기 조사 시점에서의 발작 조절 상태. 

 

2. 발작 관해군에서 3년 이상의 추적 기간 후 변화 

3년 이상의 추적 기간 후 발작 관해군 중 374명(77.1%)이 

지속적으로 발작 관해 상태가 유지되었다. 4명(0.8%)의 환자는 

전조군이 되었으며 전조가 발생했다가 다시 발작 관해 상태가 된 

환자는 1명(0.2%)이었다. 발작이 재발했다가 다시 발작 관해군으로 

된 환자는 61명(12.6%)이었으며 발작 발생 후 전조군으로 된 환자는 

1명(0.2%), 발작군이 된 환자는 42명(8.7%)이었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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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발작 관해군에서 3년 이상의 추적 기간 후 변화. SF, seizure 

free; SR, seizure relapse. 

 

추적 기간 후 발작 관해군이 된 환자 중 68명은 항간질약물의 

용량을 감량하였으며 57명은 한가지의 항간질약물을 중단하였고 

2명은 2가지의 항간질약물을 중단하였다. 전조가 발생한 환자 

중에서 4명은 약물 중단 후 발생하였으나 1명의 환자는 

항간질약물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도 발생하였다. 65명은 

항간질약물의 변화가 없는데도 발작이 다시 발생하였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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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발작 관해군에서 3년 이상의 추적 기간 후 변화와 항간질약물 

조절 상태. *추적 기간 동안 발작 혹은 전조가 일어난 환자에서는 

발작 혹은 전조 재발시, 지속적인 발작 관해 상태를 유지한 

환자에서는 최종 조사 시점에서의 항간질약물 치료의 상태. 

 

발작 관해군 내에서 3년 이상의 추적 기간 후 발작 관해군과 

전조군을 포함하여 발작 관해 상태가 아닌 환자들을 비교하였을 때 

본원 신경과에 내원했을 때 항간질약물 복용 여부, 가족력, 과거력, 

정신 지연 유무, MRI 소견, 간질 유형, 발병 연령, 간질 이환 

기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발작 관해 

기간(p=0.001), 초기 조사 시점에 복용하고 있던 항간질약물의 

개수(p=0.000), 초기 조사 시점 이전에 복용했던 항간질약물의 총 

개수(p=0.007)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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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발작 관해군 내에서 3년 이상의 추적 기간 후 발작 관해군과 

발작 관해 상태가 아닌 환자들 간의 비교. 

 

다변량 분석(multivariate analysis)을 하였을 때 이 중 초기 조사 

시점에 복용하고 있던 항간질약물의 개수가 가장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0)(표 6). 

 

 
표 6. 발작 관해군에서 3년 이상의 추적 기간 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의 다변량 분석.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발작 관해군에서 항간질약물 치료의 변화 없이 일어난 발작이나 

전조의 재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항간질약물 치료의 

변화 없이 발작이나 전조가 재발된 66명의 환자들을 항간질약물의 

변화 없이 발작 관해가 유지된 247명과 비교하였다. 이 때에도 

마찬가지로 본원 신경과에 내원했을 때 항간질약물 복용 여부, 

가족력, 과거력, 정신 지연 유무, MRI 소견, 간질 유형, 발병 연령, 

간질 이환 기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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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 기간(p=0.000), 초기 조사 시점에 복용하고 있던 항간질약물의 

개수(p=0.000), 초기 조사 시점 이전에 복용했던 항간질약물의 총 

개수(p=0.038)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7). 

 

 
표 7. 발작 관해군에서 항간질약물의 변화가 없는 환자 중 3년 

이상의 추적 기간 후 발작 관해군과 발작이나 전조가 재발한 

환자들 간의 비교. 

 

다변량 분석(multivariate analysis)을 하였을 때 이 중 초기 조사 

시점에 복용하고 있던 항간질약물의 개수가 가장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00), 다음으로는 발작 관해 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2)(표 8). 

 

 
표 8. 발작 관해군에서 항간질약물의 변화가 없는 환자 중 3년 

이상의 추적 기간 후 발작 관해군과 발작이나 전조가 재발한 

환자들 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의 다변량 분석. 

 

3. 전조군에서 3년 이상의 추적 기간 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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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의 추적 기간 후 24명(49.0%)의 환자는 발작 관해군이 

되었으며 13명(26.5%)의 환자는 전조군이 되었다. 12명(24.5%)의 

환자에서 발작이 다시 발생하였으며 이 중 2명(4.1%)은 발작 관해 

상태가 되었으나 10명(20.4%)은 발작군이 되었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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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조군에서 3년 이상의 추적 기간 후 변화. 

 

발작 관해 상태가 된 24명의 환자 중 9명은 항간질약물 용량을 

증량 후 발작 관해 상태가 되었으며 8명은 항간질약물 추가 후 

발작 관해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7명의 환자에서는 항간질약물 

변화 없이 발작 관해 상태가 되었다. 12명의 환자에서 발작이 

재발하였는데 이 중 10명은 별다른 항간질약물의 변화가 

없었는데도 발작이 발생하였다(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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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전조군에서 3년 이상의 추적 기간 후 변화와 항간질약물 조절 

상태. *추적 기간 동안 발작이 재발한 환자에서는 발작 재발시 

항간질약물 치료의 상태. 

 

4. 발작군에서 3년 이상의 추적 기간 후 변화 

3년 이상의 추적 기간 후 95명(37.8%)의 환자가 발작 관해군이 

되었으며 15명(6.0%)의 환자는 1년 이상 발작 관해 상태가 되었다가 

다시 발작이 재발하였다. 7명(2.8%)의 환자가 전조군이 되었으며 

134명(53.4%)의 환자는 발작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로 남았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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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발작군에서 3년 이상의 추적 기간 후 변화. 

 

발작군으로 남은 환자 134명 중 1년 동안 발작 횟수가 50% 이상 

호전된 환자는 40명(29.9%), 50% 미만으로 호전된 환자는 

68명(50.7%), 발작 횟수가 오히려 증가한 환자는 

26명(19.4%)이었다(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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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발작 군에서 3년 이상의 추적 기간 후 변화와 항간질약물 

조절 상태. *추적 기간 동안 일시적인 발작 관해 상태가 되었다가 

다시 발작 상태로 되었던 환자에서는 일시적인 발작 관해 상태에서 

항간질약물 치료의 상태. 

 

3년여의 추적 기간 동안 항간질약물 치료의 상태를 보면 변화가 

없는 경우가 24명(9.6%), 용량 증가가 이루어진 경우가 35명(13.9%), 

새로운 약물이 시도된 경우가 192명(76.5%)이었다. 치료의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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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환자에서의 초기 조사 시점에서의 1년 동안의 발작 횟수의 

중앙값은 4(1-160)회였고, 용량 증가가 있었던 환자의 1년 동안의 

발작 횟수는 2(1-730)회였으며 새로운 약물이 시도된 환자의 발작 

횟수는 11(1-365)회로 새로운 약물이 시도된 환자에서 발작 횟수가 

더 많았다. 

발작 관해군이 된 95명의 환자 중 14명은 항간질약물의 별다른 

변화 없이도 발작 관해 상태가 되었으며 21명은 항간질약물 용량 

증량 후 발작 관해 상태가 되었다. 60명에서는 총 75개의 

항간질약물이 추가된 후에 발작 관해 상태가 되었다. 전조군이 된 

7명의 환자 중 3명은 항간질약물의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며 4명은 

한가지 항간질약물 추가 후 전조 상태가 되었다(표 10). 발작이 

지속된 134명의 환자 중 40명의 환자는 50% 이상 발작 횟수가 

감소하였는데 이 중 3명의 환자는 항간질약물의 별다른 조절 

없이도 발작 횟수가 감소하였고 나머지 37명의 환자에서는 총 

66개의 항간질약물 추가 후에 발작 횟수가 50% 이상 감소하였다. 

그러나 61명의 환자에서는 총 118개의 항간질약물을 추가하였으나 

1년 동안의 발작 횟수에 변화가 없었다(표 10). 15명의 환자에서는 

일시적인 발작 관해가 있었으나 다시 발작이 일어났다. 

발작군 환자 192명에서 총 315개의 항간질약물이 추가되었으며 

사용된 항간질약물의 종류, 각 약물의 사용된 총 횟수, 최종 조사 

시점 혹은 일시적인 발작에서 발작 관해 상태와 연관된 횟수는 표 

11에 기술되었다. 192명 중 60명(31.3%)에서 최종 조사 시점에서 

발작 관해 상태가 되었고, 6명(3.1%)에서 일시적인 발작 관해 상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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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항간질약물이 추가된 발작군 환자에서 사용된 항간질약물의 

종류와 사용 횟수. 

 

발작군 환자 251명에서 추적 기간 후 발작 관해군과 전조군을 

포함하여 발작 관해 상태가 아닌 환자들을 비교했을 때 정신 

지연이 없는 경우 있는 경우에 비해 발작 관해가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p=0.003), 간질 분류에 있어 잠재/증상/특발 간질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03)가 있었으며, 발병 

연령(p=0.001), 간질 이환 기간(p=0.005), 발작 횟수(0.000), 초기 조사 

시점에 복용하던 항간질약물의 개수(0.000), 과거에 복용했던 

항간질약물의 개수(0.000)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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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발작군에서 3년 이상의 추적 기간 후 발작 관해군과 발작 

관해 상태가 아닌 환자들 간의 비교. 

 

다변량 분석을 하였을 때 이 중 정신 지연, 1년 동안의 발작 

횟수와 이전에 복용했던 항간질약물의 총 개수가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하였다(표 13). 

 

 
표 13. 발작군에서 3년 이상의 추적 기간 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의 다변량 분석. 

 

5. 3년 이상 추적 기간 후 최종 조사 시점에서 발작 조절 상태 변화 

3년 이상 추적 기간 후 최종 조사 시점에서 발작 관해군은 

559명(71.2%), 전조군은 25명(3.2%), 발작군은 

201명(25.6%)이었다(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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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3년 이상의 추적 기간 후 최종 조사 시점의 발작 조절 상태. 

 

최종 조사 시점에서 각 세 군의 환자 특성은 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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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최종 조사 시점에서 각 세 군의 환자 특성. 

 

최종 조사 시점에서 각 세 군의 MRI 소견은 표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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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최종 조사 시점에서 각 세 군의 MRI 소견. 

 

최종 조사 시점에서 각 세 군의 간질 분류는 표 16과 같다. 

 

 
표 16. 최종 조사 시점에서 각 세 군의 간질 분류. 

 

최종 조사 시점에서 발작 관해군과 전조군을 포함하여 발작 관해 

상태가 아닌 환자들을 비교하였을 때 본원에 처음 내원시 이전에 

항간질약물 치료를 받던 환자(p=0.000), 관자엽 간질(p=0.00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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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작 군으로 되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정신 지연이 없는 

경우(0.000), 전신 간질(0.020)(그림 6), 해마 경화증이 없는 

경우(0.001), 뇌 자기공명영상이 정상인 경우(0.001)(그림 7)에 발작 

관해군이 되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많았다. 

 

 
그림 6. 최종 조사 시점에서 간질 분류에 대해 발작 관해군과 발작 

관해 상태가 아닌 환자들 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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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최종 조사 시점에서 MRI에 대해 발작 관해군과 발작 관해 

상태가 아닌 환자들 간의 비교. 

 

또한 발병 연령(p=0.000), 간질 이환 기간(0.000), 초기 조사 시점에 

복용하던 항간질약물의 개수(0.000), 이전에 복용했던 항간질약물의 

총 개수(0.000)도 두 환자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17). 

 

 
표 17. 최종 조사 시점에서 발작 관해군과 발작 관해 상태가 아닌 

환자들 간의 비교. 

 

다변량 분석을 하였을 때 정신 지연(p=0.032), 관자엽 

간질(p=0.002), 초기 조사 시점에 복용하던 항간질약물의 개수(0.000), 

이전에 복용했던 항간질약물의 총 개수(0.000)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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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최종 조사 시점에서 발작 관해군과 발작 관해 상태가 아닌 

환자들 간의 다변량 분석. 

 

6. 초기 조사 시점과 최종 조사 시점에서 발작 조절 상태 비교. 

초기 조사 시점에서 발작 관해군은 485명(61.8%)이었으나 최종 

조사 시점에서는 559명(71.2%)이 되었다. 전조군은 

49명(6.2%)이었으나 25명(3.2%)이 되었고 발작군은 251명(32.0%)에서 

201명(25.6%)이 되었다(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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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초기 조사 시점과 최종 조사 시점에서 발작 조절 상태 비교. 

(Initial investigation, 초기 조사 시점; Terminal investigation, 최종 조사 

시점) 

 

발작 조절 상태의 지속성에 미치는 인자를 분석하기 위하여 초기 

조사 시점에 발작 관해군에서 발작 관해 상태를 유지하여 최종 

조사 시점에서도 발작 관해군인 환자 374명과 초기 조사 시점에 

발작군에서 지속적으로 발작이 조절되지 않아 최종 조사 

시점에서도 발작군인 환자 134명을 비교하였다. 

본원에 내원하기 이전에 항간질약물을 복용하던 환자에서 

발작군이 많았으며(p=0.000), 과거력상 중추신경계 감염이 있었던 

경우(p=0.011), 출생 전후 문제가 있었던 경우(p=0.021)(그림 9), 정신 

지연이 있는 경우(0.000), dual pathology인 경우(p=0.032), 해마 

경화증인 경우(p=0.000) 발작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있게 많았고, 

뇌 자기공명영상이 정상인 경우(p=0.000)(그림 10), 전신 

간질(p=0.001)(그림 11)은 발작 관해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있게 

많았다. 또한 잠재/증상/특발 간질에 있어서도(p=0.000)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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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였으며(그림 12), 관자엽 간질은 발작군에서(p=0.000)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그림 13). 

 

 
그림 9. 과거력에 대해 초기 조사 시점에 발작 관해군에서 최종 

조사 시점에 발작 관해군이 된 환자들(A)과 발작군에서 발작군이 된 

환자들(B) 간의 비교. 

 

 
그림 10. MRI에 대해 초기 조사 시점에 발작 관해군에서 최종 조사 

시점에 발작 관해군이 된 환자들과 발작군에서 발작군이 된 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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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비교. 

 

 
그림 11. 전신/부분 간질에 대해 초기 조사 시점에 발작 관해군에서 

최종 조사 시점에 발작 관해군이 된 환자들과 발작군에서 발작군이 

된 환자들 간의 비교. 

 

 
그림 12. 잠재/증상/특발 간질에 대해 초기 조사 시점에 발작관해 

군에서 최종 조사 시점에 발작 관해군이 된 환자들과 발작군에서 

발작군이 된 환자들 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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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잠재/증상/특발 간질에 대해 초기 조사 시점에 발작 

관해군에서 최종 조사 시점에 발작 관해군이 된 환자들과 

발작군에서 발작군이 된 환자들 간의 비교. 

 

또한 발병 연령(p=0.000), 간질 이환 기간(p=0.000), 초기 조사 

시점에 복용하던 항간질약물의 개수(p=0.000), 이전에 복용했던 

항간질약물의 총 개수(p=0.000)에 있어서도 두 환자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19). 

 

 
표 19. 초기 조사 시점에 발작 관해군에서 최종 조사 시점에 발작 

관해군이 된 환자들과 발작군에서 발작군이 된 환자들 간의 비교. 

 

다변량 분석을 하였을 때 초기 조사 시점에 복용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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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간질약물의 개수(p=0.000), 이전에 복용했던 항간질약물의 총 

개수(p=0.000)가 가장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이 외에도 관자엽 

간질(p=0.030), 정신 지연이 있는 경우(p=0.041)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20). 

 
표 20. 초기 조사 시점에 발작 관해군에서 최종 조사 시점에 발작 

관해군이 된 환자들과 발작군에서 발작군이 된 환자들 간의 다변량 

분석. 

 

7. 수술 환자 

추적 기간 동안 총 29명의 환자에서 30회의 수술이 이루어 

졌으며 1명의 환자에서 미주신경자극술 후 호전이 없어 

뇌들보절개술을 다시 시행 받았다(표 21). 수술 후 14명(48.3%)의 

환자들은 발작 관해 상태가 되었으나 2명(6.9%)은 전조군 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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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13명(44.8%)의 환자들은 수술 후에도 계속 발작군 

상태였다. 

 

 
표 21. 추적 기간 동안 수술 시행 받은 환자 

 

수술 환자를 포함하면 814명의 환자 중 485(59.6%)명의 환자가 

발작 관해 상태에 있었고 3년 이상의 추적 기간 후 573명(70.4%)의 

환자가 발작 관해 상태가 되어 88명(10.8%)의 환자가 더 발작 관해 

상태가 되었다(그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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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수술 환자를 포함하여 초기 조사 시점과 최종 조사 

시점에서 발작 조절 상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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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이 연구에서는 본원 신경과에서 2년 이상 치료를 받고 있던 간질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발작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들뿐 아니라 

발작 관해 상태에 있는 환자들도 포함하여 이들을 추적 했을 때 

발작 조절 상태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발작군의 정의 조사 시점 전 1년 동안 발작 1회 이상의 

발작이 일어난 환자라고 정의 했는데 Berg 등의 연구8에서 적용한 

난치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나 위약으로 통제된 항간질약물의 

부가 요법의 임상 시험에서 이행된 난치성의 선정 기준보다 

난치성의 정도는 미약하다. 두 개 이상의 항간질약물을 적절한 

용량으로 투여했거나 또는 2년 이상 항간질약물을 투여했는데도 

발작이 조절하지 않을 때 난치성 간질이라고 정의한다고 하면4,19 본 

연구에서 초기 시점에서 발작군에 속했던 환자에서 1개의 

항간질약물만을 사용했던 환자는 7명(2.8%)에 불과 하였고, 

본원에서 2년 이상 치료 받고 있는 환자만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발작 조절 상태에 이르게 하는 치료의 질은 일정하게 유지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미 적절한 항간질약물 치료를 2년 이상 

받은 후 어느 정도 발작 관해 상태가 된 환자들과 발작이 잘 

조절되지 않는 환자들을 다시 추적 관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새로이 진단된 간질 환자에서 약물 치료의 효과는 우수한데 보통 

간질 환자들의 60~80%의 환자들은 치료 후 5년 이내 발작 관해 

상태에 들어가게 되며 일단 발작 관해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장기간 발작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로이 진단된 간질 환자 780명을 대상으로 장기간(중앙값: 79개월) 

추적 치료의 연구7에서 항간질약물에 반응하여 12개월 이상 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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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가 된 환자 504명 중 21%에서 발작이 재발하였고 그 중 60%의 

환자에서 다시 발작 관해 상태가 되었다. 또한 최종 시점에서 1년 

이상 발작 관해를 보였던 환자의 86%에서 처음부터 발작 관해 

상태가 유지되었고, 최종 시점에서 발작이 있었던 환자의 87%는 

처음부터 발작 관해 상태로 도달한적 없었기 때문에 초기 치료에 

따른 발작 조절 상태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발작 관해 상태에 있었던 485명 중 23%의 환자에서 

발작이나 전조가 재발하였고 그 중 다시 발작 관해 상태가 된 

환자는 58%로 비슷한 결과가 관찰되었다. 그러나 추적 기간이 더 

짧은 본 연구에서는 발작군 중 적지 않은 숫자의 환자가 발작 관해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최종 조사 시점에서 발작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의 67%는 초기 조사 시점에서부터 발작이 조절되지 않았으며 

최종 조사 시점에 발작 관해 상태에 있던 환자의 67%는 초기 조사 

시점에서부터 발작 관해 상태를 계속 유지해 오던 것을 보였다. 

이는 3년여 기간에서도 간질 환자의 상당수에서 발작 조절 상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조사시점에서 발작 관해군에 속했던 485명 

중   66명(14%)의 환자에서는 별다른 항간질약물의 변화 없이 

그대로 항간질약물을 유지하였는데도 전조나 발작이 재발하여, 

발작이 재발하지 않는 환자들과 비교했을 때 간질 이환 기간이 

발작이 재발한 환자들 군에서 더 짧았고 초기 조사 시점에 

복용하고 있던 항간질약물의 개수와 이전에 복용했던 항간질약물의 

총 개수는 발작이 재발한 환자들 군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더 

많았다. 이 중에서도 초기 조사 시점에 복용하고 있던 항간질약물의 

개수가 가장 의미가 있었다. 한편 발작 관해가 지속되거나 발작이나 

전조가 재발되었으나 다시 발작 관해가 되었던 환자들과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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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시점에서 발작이나 전조군에 속했던 환자들을 비교하였을 때도 

동일한 인자들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런 결과는 간질 이환 기간이 

짧고 발작 관해에 이르게 하는 약물 사용 숫자가 많을수록 일단 

발작 관해가 된 환자에서 발작의 재발이 잘 일어난다는 것을 

제시하였고, 발작 관해가 이루어진 환자의 치료 방향에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1989년 이후로 새로운 항간질약물들이 개발되면서 실제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물 치료의 폭을 넓혔고, 이상 반응 측면에서의 우

수성과 다른 작용 기전을 고려할 때 특히 다약물 치료의 유용성을 

확대 시켰다. 그러나 위약 통제된 항간질약물의 부가 요법의 많은 

임 상 시험에서 의미 있는 발작 빈도의 감소는 이루어지나 발작 관

해에 이르는 경우는 드물었다20.  2개의 약물 치료 후의 매우 적은 

발작 관해의 가능성을 발표한 연구 결과와 더불어 난치성 간질 상

태가 만성이 된다면 향후 발작 관해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적

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였다. 

그러나 난치성 간질 상태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최근 연구들에 

의해 도전 받고 있다. 각각의 간질 센터에서 두 개 이상의 

항간질약물에도 발작이 조절되지 않았던 환자들에게 항간질약물을 

적극적으로 투여했을 때 15~25%의 환자들이 발작 관해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Luciano 등은 한달에 1회 

이상 발작이 있으면서 간질 이환 기간이 5년 이상인 환자 155명을 

대상으로 하여 적극적인 항간질약물 투여를 했을 때 28%에서 1년 

이상의 발작 관해 상태가 되었음을 보고하였다12. Callaghan 등은 두 

가지 이상의 항간질약물에도 조절이 되지 않았으며 한달에 1회 

이상 발작이 있는 환자 246명을 대상으로 하여 항간질약물을 

투여했을 때 6개월 이상 동안 발작 관해 상태가 된 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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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였음을 발표하였다14. Liimatainen 등은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항간질약물 치료를 받았으며 적어도 2년 동안 항간질약물을 

복용했지만 발작이 지속적으로 있는 환자 119명을 조사했을 때 

30명(25%)의 환자가 적어도 12개월 동안 발작 관해 상태에 

들어갔음을 보였다13. Selwa 등은 수술 적응증에 맞지 않는 32명의 

난치성 간질 환자를 추적했을 때 21%의 환자가 발작 관해 상태에 

도달했으며 평균 2.5년 동안 발작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15. Schiller 등은 적어도 두 가지에서 다섯 가지의 

항간질약물에도 조절이 되지 않았던 환자들 중 16.6%의 환자에서 

발작 관해 상태에 이르렀으며 따라서 난치성 간질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여섯 가지의 항간질약물 투여에도 발작이 

조절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20. 

본 연구에서는 발작이 조절되지 않던 환자 251명 중 

95명(38%)에서 발작 관해 상태가 되었는데 항간질약물 치료의 변화 

없이(14.7%), 용량을 증량하거나(22.1%), 한 가지에서 세 가지의 

항간질약물을 투여하여(63.2%) 이루어졌다. 흥미로운 사실은 

항간질약물 치료의 변화 없이 발작 관해 상태가 되었는데 낮은 

발작 횟수, 더 철저한 복용 순응도나 발작 유발 인자의 회피, 

자연적인 발작 활성도의 호전 등이 발작 관해 상태와 연관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지 않을까 추측해 본다. 또한 항간질약물 용량의 

증가로 발작 관해 상태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실제 임상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적정 용량보다 적은 용량 사용의 문제를 상기시킨다. 

새로운 약물 치료의 효과를 본다면 초기 조사 시점에서 발작군에 

속한 환자 중 약물 치료의 변화가 없거나 용량의 증가가 이루어진 

환자를 제외하고 새로운 약물의 치료가 시도된 환자 192명에서 

60명(31.3%)에서 발작 관해 상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수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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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연구들의 결과보다 높은데, 발작 빈도 수에서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환자를 선정했던 이전 연구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1년 

동안 발작이 1회라도 있었던 환자들은 모두 포함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발작 빈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정신 

지연, 증상 간질, 낮은 발병 연령, 긴 유병 기간, 초기 조사 

시점에서 높은 발작 빈도, 현재 및 과거 사용된 많은 항간질약물 

숫자가 발작 관해가 되지 못할 가능성과 연관되었다. 이중에서 

다변량분석에서도 의미 있는 인자는 정신 지연, 1년 동안의 발작 

횟수와 이전에 복용했던 항간질약물의 총 개수이었다. 

최종 조사 시점에서 발작 관해 상태가 된 환자와 그렇지 못했던 

환자를 비교했을 때와 3년여 추적 기간 동안 지속적인 발작 관해를 

보인 환자와 지속적인 발작이 일어난 환자를 비교하였을 때 

동일하게 본원에 처음 내원시 이전에 항간질약물 치료를 받던 환자, 

관자엽 간질, 정신 지연, 부분 간질, 해마 경화증, 뇌 

자기공명영상이 비정상인 경우, 낮은 발병 연령, 긴 간질 이환 기간, 

초기 조사 시점 및 이전에 복용했던 항간질약물 많은 개수, 

과거력상 중추신경계 감염이 있었던 경우, 출생 전후 문제가 있었던 

경우, 이중 병리일 때 발작 관해 상태가 되는 경우와 연관성이 

있었다. 특히 다변량 분석에서는 초기 조사 시점 및 이전에 

복용했던 항간질약물의 개수, 정신 지연, 관자엽 간질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2200명 환자를 대상으로 1년 동안의 

발작 상태와 연관된 인자로써 증상 부분 간질, 해마경화증, 이중 

병리, 대뇌 형성이상 등을 기술한 Semah 등의 연구 결과와 

부합된다. 본 연구에서 항간질약물의 개수는 발작 조절 상태의 여러 

변화들을 예측하는 인자로써 공히 발견되는데 이전 연구들의 

결과12,13,14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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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3년여 추적 기간 동안 환자의 적은 숫자가 

발작이나 전조 상태로 되는 반면 발작이나 전조가 있던 환자에서는 

더 많은 수의 환자가 발작 관해 상태가 되었다. 이러한 결과의 주된 

이유는 약물 치료의 변화라고 생각되는데, 전체적으로 9.4%의 더 

많은 환자가 발작 관해 상태에 도달할 수 있었고 간질 수술을 받은 

환자를 고려한다면 10.7%의 적지 않은 환자가 발작 관해에 이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간질 치료에 있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환자 기록 검토를 통한 후향적 연구로서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체 환자의 27%가 처음 본원에서 약물 치료가 

시작되었는데 이런 환자의 경우 2년이란 본원에서의 추적 기간이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지기에는, 특히 낮은 발작 빈도를 가진 

환자에서는 짧을 수 있고, 항간질약물 치료의 변화가 없거나 용량 

증가만 이루어진 환자에서 적지 않게 일어난 발작 관해를 고려할 

때 초기 조사 시점에서 저 치료 상태의 환자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발작 관해 상태로의 변화된 환자의 

수를 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전의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도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지만 1년이라는 발작 관해 기간이 장기적인 

예후 예측을 하기에는 짧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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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발작이 관해 상태에 있는 환자의 일부에서 발작이 

재발할 수 있으나 발작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의 더 많은 수가 

적극적인 항간질약물 치료로 발작 관해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발작 관해 기간, 약물의 숫자, 정신 지연, 발작 빈도, 

관자엽 간질 등이 발작 상태의 변화에 미치는 주요 인자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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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jority of patients with chronic epilepsy maintain the state of 

seizure control. However, the results of active AED trials that have been 

recently performed in single centers, suggest that seizure remission may 

be achieved in a significant number of patients who do not respond to at 

least two AEDs. We investigated the change in seizure control in overall 

patients with epilepsy.  

We recruited the patients who had been treated in our epilepsy clinic for 

at least 2 years, and were followed-up for over three-year (mean, 42 

months; range 36 to 47 months). Initial and terminal seizure outcomes 

were classified to seizure-free, aura only, or uncontrolled for the year 

before the investigations. 

A total of 814 patients entered the study. Twenty-nine patients with 

uncontrolled seizures were operated during the follow-up period. At the 

initial investigation, among 785 patients treated with AEDs, 485 patients 

(61.8%) were seizure-free, 49 patients (6.2%) had aura only, and 251 

patients (32.0%) had uncontrolled seizures. At the terminal investigation, 

among the patients with initial seizure-free state, 8.7% became 

uncontrolled, and among those with uncontrolled seizures, 37.8% became 

seizure-free with AED treatment. Among the patients with aura only, 

53.1% became seizure-free and 20.4% became uncontrolled. At last 

follow-up, 559 patients (71.2%) were seizure-free, 25 patients (3.2%) 

had only aura, and 201 patients (25.6%) remained uncontrolled. 

Additionally, 14 patients who had undergone epilepsy surgery became 

seizure-free. Clinical factors that affected the state of seizure control 

were the duration of seizure-freedom, number of current AEDs, number 

of previously taken AEDs, mental retardation, number of seizure during 

the year, and temporal lobe epilepsy. 

Although seizure relapses were not uncommon in seizure-free patients, 

more number of uncontrolled patients became seizure-free with further 

AED treatment.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the 

 46



patients with seizure-free state in overall patients (from 61.8% to 71.2%; 

59.6% to 70.4% if surgical patients are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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