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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난치성 간질 환자에서  

성공적 간질 수술 후의 발작 재발 

 

난치성 간질환자에서 수술적 치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발작 소실에 초점이 맞

춰져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발작 조절에 있어서 간

질수술이 갖는 긍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보고에서 알려진 바이나 수술

후의 장기적인 추적관찰 후에 발작의 재발과 관련된 보고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

다. 

1991년부터 1999년 8월까지 본원에서 난치성 간질환자로 진단되어 간질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후 추적관찰 중에 최소 1년 이상 부분발작과 대발작 및 전조증상

의 소실에 도달한 7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적 정보를 분석한 후 관해 유지군

과 관해후 재발군으로 나누어 여러 임상적 변수 및 방사선학적 소견, 수술과 관련

된 변수 등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총 74명의 환자중 46명(62%)에서는 발작의 재발없이 완전관해가 유지되었고 

28명(38%)에서는 발작의 재발이 있었다. 

2. 수술전 발작간 두피 뇌파는 74명의 환자 중 3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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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견을 보였는데 관해 유지군에서 일측성의 간질양파가 87%(46명중 40명), 

관해후 재발군에서는 68%(28명중 19명)에서 관찰되어 관해 유지군에서 일측성

의 간질양파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 (p=0.024). 

3. 수술전 1년간의 발작의 빈도는 매달 5번을 기준으로 5번 이하의 경우가 관해

유지군에서 25명(54%), 관해후 재발군에서는 7명(25%)으로, 양 군간에 유의

한 통계적 차이를 보여(p=0.016) 관해 유지군에서 수술전 발작의 빈도가 더 

적은 경향이 있음을 보였다.  

4. 측두엽 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는 총 64명이었으며 전두엽 절제술은 2명, 후

두엽 절제술은 3명, 두정엽 절제술은 2명에서 시행받았으며, 원인에 상관없이 

측두엽 절제술 시행한 경우가 관해 유지군에서는 43명(93%), 관해후 재발군

에서는 21명(75%)을 차지하여 관해 유지군에서 유의하게 많았다 (p=0.024). 

5. 수술후에 약물을 끊었던 군을 약물을 줄인 군과 비교했을 때 약물을 끊었던 

군에서 재발율이 더 높지 않았다 (p=0.004). 또한 약물을 끊었던 군에서 약물

을 줄였던 군에 비해 발작 소실 시점이 8개월 빨랐으며 연령이 더 어린 경향

(25세 vs 30세)을 보였다 (p=0.031). 약물을 끊었던 군에서 약물을 끊기까지 

걸린 시간에 따른 재발율의 차이는 없었다. 

 

위의 결과로부터  간질 부위를 잘 국소화 시킬수 있는 검사 결과들이 간질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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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율을 높일 수 있고, 측두엽 간질의 경우 수술적인 치료의 성공율이 더 높음을 알

았다. 이러한 결과는 수술 전 환자의 임상요인들이 장기적인 결과를 가늠하는데 도

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간질 수술후에 항경련제의 감소 및 중단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조기

에 발작의 조절이 잘 되는 젊은 환자에서는 약물의 중단을 조기에 시도해 볼 수 있

으며 약물 중단이 간질 관해후 재발의 위험인자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 

 

 

 

 

 

 

 

 

 

 

 

핵심되는 말 : 난치성 간질, 간질 수술, 재발율, 항경련제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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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간질 환자에서 

성공적 간질수술후의 발작 재발 

<지도 교수 허 경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 영 대 

I. 서론 

 

 

간질의 항경련제 치료에 의한 예후는 3-5년 관해율이 약 70-80%로 알려져 있으

며1 그 외 항경련제에 의해 조절되지 않은 난치성 간질환자에서 수술적 치료가 시

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약 30여만명의 간질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2 이중 20%가 항경련제에 의해 조절되지 않은 난치성 간질환자이고, 이중 

약 25%가 간질 수술대상 환자일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 수는 15,000명에 달하고 

있고 매년 약 1,000명의 수술대상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  일반적

으로 간질 수술은 전신마취 및 수술에 따르는 위험성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및 수술대상자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치료의 최종단계로 간주되고 있으며 따라서 

수술 후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도 매우 중요하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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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간질환자에서 수술적 치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발작 소실에 초점이 맞

춰져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4,15 현재까지 보고된 바에 

의하면 측두엽 간질환자에서 전측두엽 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발작이 소실 되는 경

우는 약 70%(33-93%)로 알려져 있으나5-11 수술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발작의 

관해율이 떨어지는 경향은 이미 여러 논문에서 보여지고 있다.18-23,31 그리고 간질 

수술후에 약 30-50%에서 발작의 재발을 막기위해서 항경련제의 지속적인 투여가 

필요하다.12-14  약물 치료시에는 그로 인한 여러가지 부작용, 특히 다중요법시, 의식

의 장애, 인지기능 및 행동장애, 삶의 질 및 경제적인 문제점도 고려해야 한다. 결

국 간질 수술의 최종적인 목표는 발작의 완전 소실과 항경련제의 중단이라는 두 가

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따라서 수술후 항경련제의 중단도 발작 재발의 위

험도와 같이 생각해야 한다.6 따라서 본 연구는 간질 수술 프로그램에서 난치성 간

질 환자로 진단되어 수술적 치료를 시행받고 발작의 관해에 도달하였고, 장기간의 

추적관찰한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적 특징, 발작의 양상, 뇌파 및 방사선학적 소견 

등을 후향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수술 후 발작 재발의 빈도 및 이의 관련 인자들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으며 발작 재발과 항경련제의 중단과의 관계도 알아보고자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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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연세대학병원 간질 크리닉에서 체계적인 약물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작이 지속적으로 재발하여 난치성 간질로 판명되어 1991년부터 1999년 8월사이

에 수술적 치료를 시행받은 환자 중 수술 후 최소 3년 이상 외래에서 추적관찰이 

이루어지고 전조를 포함한 발작이 최소 1년이상 소실된 채 유지되었던 환자 74명

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대상환자들은 수술후에 전조를 포함한 발작이 최소 1년 이상 소실되었던 환자를 

대상으로 재발 없이 발작의 완전 소실로 유지되는 ‘관해 유지군’과 발작이 재발한 

‘관해후 재발군’으로 나누었다. 발작 소실의 기준은 수술 후 추적관찰 중에 어느 시

점에서든지 최소 1년 이상 부분발작과 대발작 및 전조증상의 소실이 있었던 경우로 

정의하였다 (Engel’s classification IA). 그리고 전조를 포함한 발작의 소실이 2번 

이상 있었던 경우, 즉 재발하였다가 다시 관해에 도달하였을 경우에는 처음에 관해

에 도달했던 내용에 대해 조사되었다. 성별, 과거병력, 발작의 발병연령, 발작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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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기간, 수술당시의 연령, 발작간 두피 뇌파 검사소견, 이차적 전신발작 유무, 발작 

빈도(/달), 수술 전 복용중인 항경련제의 수, MRI 소견이 조사되었고, 측두엽 수술

의 유무, 좌, 우 수술의 차이, 약물의 중단 시기, 수술 후의 뇌파소견이 두 군간에 

차이가 있는지 조사 되었다. 과거력에서의 열성경련은 5세 이하에서 신경계 감염 

질환이 없으면서 열과 동반되어 일어났던 경우만을 포함시켰다. 발작 빈도는 의무

기록을 통해 수술 전 1년동안의 발작 빈도의 월 평균을 계산하였다. 발작의 소실시

점은 수술 후 1년 이상의 발작 소실이 있었던 경우 발작 소실이 시작된 시점을 수

술시점부터 계산하였으며, 발작의 재발시점은 발작의 소실시점부터 다시 발작이 시

작되었던 시점간의 시간적 간격을 계산하였다. 수술전 두피뇌파는 10-20체계에 따

라 부착한 후 최소 30분이상 시행하였으며, 약물 복용중에 외래에서 시행한 발작간 

뇌파검사의 결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회이상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이상소견을 

보인 경우을 우선으로 하였고 수술 시점과 가장 근접한 시기에 시행하였던 뇌파소

견의 결과를 이용하였다. 대상환자들의 발작의 재발이나 항경련제 치료의 변화 등

은 환자의 의무기록이나 전화를 통한 인터뷰를 통해 후향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의무

기록이 소실되거나 외래 추적관찰이 중단된 후 연락이 되지 않는 환자는 제외하였

다. 또한 진행하는 병변이나 난치성이 아닌 경련과 연관된 뇌종양인 경우도 제외시

켰으며 감마나이프 수술(gamma knife surgery) 혹은 뇌량 절제술(callosotomy) 혹

은 대뇌반구 절제술(hemispherectomy)을 시행받은 환자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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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상에 포함된 모든 환자는 비디오-뇌파 검사를 시행 받았으며 필요시에 접형 

전극(sphenoidal eletrode), 심부전극(eletrode depth) 및 격자전극(grid) 삽입 등의 

검사를 추가하였다.  

 환자군의 각 변수에 대한 차이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hi-square 

test, t-test, ANOVA 등을 이용하였고, 모든 검사에서 p value<0.05인 경우에만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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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1. 전체환자군의 특성 

 총 115명의 자료를 고찰할 수 있었으며 그 중 74명(68%)에서 수술후 간질의 

관해에 도달하였다. 연구 대상환자 74명 중에서 관해 유지군은 46명(58.9%)이고, 

관해후 재발군은 28명(41.1%)였다. 대상환자에서 남자는 35명(44.8%)이었고, 여자

는 39명(52.2%)였으며 관해 유지군에서는 남자23명(50%), 여자 23명(50%)이었고, 

관해후 재발군에서는 남자 12명(43%), 여자 16(57%)명이었다. 대상환자의 평균 연

령은 27.3세(11세-43세, SD 7.6세)였고 발작이 처음 발생한 연령은 12.6세(1세-38

세, SD7.3세)였으며 수술 전까지 14.5년(1년-28년, SD 6.7년)동안의 유병기간을 가

지고 있었다. 두 군간에 성별, 발작 발생 연령 및 수술 당시 연령, 발작의 이환기간, 

수술후 발작의 소실시점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외래 추적

기간은 평균 78.1개월(36개월-133개월, SD 24.2개월)이었다 (Table 1). 

 

2. 과거력, 이차적 전신발작 유무 및 발작 빈도 

과거력은 관해 유지군(n=46)에서는 30명(65%), 관해후 재발군(n=28)에서는 18

명(64%)이 있었고, 과거병력 중 열성경련의 경우는 74명중 총 30명(41%)에서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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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19명(46명중 19명, 41%)은 관해 유지군에서, 11명(28명중 11명, 39%)은 관

해후 재발군에서 있었다. 그 외 뇌염은 6명이 관해 유지군에서만 있었으며 그외 출

생시 합병증과 외상의 과거력은 관해 유지군과 관해후 재발군에서 각각 5명(11%), 

5명(18%)과 9명(20%), 5명(18%)에서 있었으며 2개이상의 과거력을 가진 환자는 

관해 유지군에서 8명(17%), 관해후 재발군에서는 3명(11%)에서 있었다. 여러 과거

력의 유무를 비교하였을 때 양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없었다 (Table 

1). 이차적 전신발작의 경우에도 관해 유지군에서는 36명(78%), 관해후 재발군에서

는 24명(86%)이 관찰되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수술전 1년간의 발작

의 빈도는 5번을 기준으로 5번 이하의 경우가 완전관해군에서 25명(54%), 재발군

에서는 7명(25%)으로, 양 군간에 유의한 통계적 차이를 보여(p=0.016) 관해 유지

군에서 수술전 발작의 빈도가 더 적은 경향이 있음을 보였다.(Table 1) 

 

3. 수술전의 복용중인 항경련제 수 

수술전 복용중인 항경련제의 수는 90% 이상에서 2가지 이상의 항경련제를 복용

중이었다. 그 중 3가지의 약물을 복용중인 환자가 33명(4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22명(30%)에서 2가지 약물을, 8명(11%)에서 4가지의 약물을, 1명

(1%)은 5가지의 항경련제를 복용 중이었으며 1가지의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도 8명(11%)이 있었다. 수술전에 항경련제는 관해 유지군과 관해후 재발군에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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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각각 2.5개, 2.7개를 복용 중이었으며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1). 

 

4. 발작간기 두피뇌파 소견  

모든 환자들은 수술전에 발작간 뇌파를 시행하였다. 3명을 제외한 나머지(96%)는 

모두 이상소견을 보였는데 12명(16%)에서는 양측 혹은 다초점성(multifocal)으로 

간질양파가 관찰되었고, 53명(58%)에서는 일측 측두엽에서, 3명(4%)은 일측의 측두

엽을 포함하여 일측의 전두엽 혹은 후두엽 혹은 두정엽에서, 그리고 3명(4%)은 일

측의 전두엽에서 간질양파가 관찰이 되었다. 일측에서 간질양파가 관찰되었던 경우

에는 4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에서 방사선학적 이상 소견과 같은 쪽에서 관찰되었

다. 방사선학적 이상소견과 반대편에서 간질양파가 관찰되었던 4명에서 2명은 관해 

유지군, 2명은 관해후 재발군에 속했다. 관해 유지군에서 일측성의 간질양파가 

87%(46명중40명), 재발군에서는 68%(28명중 19명)에서 관찰되어 관해 유지군에

서 일측성의 간질파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 (p=0.011, Table 2). 

 또한 모든 환자들이 수술후 3개월 이내에 시행한 두피뇌파를 비교하였는데 총 

31명(42%)에서 간질양파가 관찰이 되었다. 간질양파가 관해 유지군(n=46)에서는 

17명(37%), 관해후 재발군(n=28)에서 14명(50%)에서 관찰되었으나 두 군간에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2). 그리고 수술후 시행하였던 두피뇌파의 간질양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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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측성 여부를 비교하였을 때 10명에서 양측 혹은 다초점성으로 간질양파가 관찰

이 되었고, 나머지 21명에서는 일측성의 간질양파가 관찰이 되었으며 그중 1명은 

수술전 두피뇌파에서 보이던 쪽의 반대편에서 관찰되었다. 일측성의 간질파가 관해 

유지군(n=46)에서는 12명(26%), 관해후 재발군(n=28)에서는 9명(32%)에서 관찰되

었으며 두 군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Table 2). 

 

 5. 방사선학적 소견 

 모든 환자에서 MRI를 시행하였으며 총 64명(86%)에서 이상소견이 관찰되었다. 

관해 유지군(n=46)에서는 30명(46%), 관해후 재발군(n=28)에서는 20명(71%)에서 

해마위축이 관찰되었으며, 관해 유지군과 관해후 재발군에서 뇌종양은 각각 8명

(17%), 4명(11%)에서, 그리고 뇌피질 이형성증(cortical dysplasia)은 1명(2%), 

0(0%)에서 발견되었으며 뇌연화 변화(encephalomalatic change)가 관해 유지군에

서 1명(2%)이 관찰되었으나 양 군간에 의의있는 차이는 없었다 (Table 3). 

 

6. 수술방법과 수술부위의 좌, 우 비교 

 전측두엽 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는 총 64명(86%)이었으며 전두엽 절제술은 2

명(3%), 후두엽 절제술은 3명(4%), 두정엽 절제술은 2명(3%)에서 시행받았으며, 

수술은 총 3명의 신경외과 의사들에 의해 시행되었다. 전측두엽 절제술을 시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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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초기에는 수술시 피질 뇌파 검사를 통한 tailord resection technique이 사용

되었으나 1994년부터는 Yale group의 anterior-mesial temporal resection 

technique이 주로 시행되었다. 원인에 상관없이 측두엽 절제술 시행한 경우가 관해 

유지군에서는 43명(93%), 재발군에서는 21명(75%)을 차지하여 관해 유지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p=0.024, Table 4). 

그리고 수술을 시행한 부위의 좌, 우 차이를 비교해 보았을 때 관해 유지군에서 

는 좌, 우 비가 1.1:1, 관해후 재발군에서는 1.3:1로 관찰되었으며 두 군간에 유의

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Table 4). 

 

7. 수술후 항경련제의 변화 및 발작 재발율의 변화 

수술후에 74명중 69명(93%)에서 약물치료의 변화가 있었다. 39명(57%)에서 약

물 중단이 시도되었고, 약물의 수나 용량의 감소가 27명(39%)에서 시도되었다. 오

히려 3명(4%)에서는 항경련제의 용량 및 수가 증가하였다. 

약물 변화군에서의 재발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 약물중단군(n=39)에서 8명(21%)

만이 재발한 반면 약물 감소군(n=27)에서는 16명(59%)이 재발하여 오히려 항경련

제를 줄인 군에서 재발율이 높았다 (p=0.003, Table 5). 

약물 변화를 보인 군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 약물중단을 시도하였던 환자군

(n=39)에서는 수술직후부터 발작이 소실된 경우가 22명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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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발작의 관해가 시작된 시점도 평균 4개월로 약물 감소군에서의 12개월, 

약물 변화없는 군에서의 26개월에 비해 발작 소실 시기가 빨랐다 (p=0.00). 그리고 

평균 연령이 25세로 약물 감소군에서의 30세보다 더 젊은 경향을 볼 수 있었다 

(p=0.031, Table 6). 

수술후 시간이 지날수록 발작의 소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경

향이 관찰되었으며 (Figure 1), 항경련제를 끊은 군(n=39)에서  2년후 10%, 5년후 

21%에서 재발하였고, 항경련제를 줄인 군(n=27)에서는 2년후와 5년후에 각각 

33%, 55%에서 재발한 것이 관찰되었다 (Table 7, Figure 2). 항경련제를 중단한후

에 재발한 8명은 항경련제를 다시 시작하여 6명은 다시 항경련제를 끊을 수 있었

고, 1명은 과거에 사용한 항경련제 중 단독 요법으로 발작의 재발이 없었으며, 나머

지 1명은 난치성 간질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약을 줄이던 중 재발하였던 환자 16명

에서도 7명에서는 발작의 조절을 위해서 약의 용량이나 수를 늘려야 했으나 나머지 

9명은 발작의 조절이 잘 되어 단독요법으로 약의 수을 줄일 수 있었고 그 중 2명

은 발작의 관해가 지속되어 결국 항경련제를 끊었다. 

항경련제의 중단이 가능했던 경우, 약 중단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27개월이 소요

되었다. 항경련제를 줄인 군에서는 총 59%에서 단독요법으로 약의 수를 줄일 수 

있었다. 약을 끊을 수 있었던 39명에서 관해 유지군(n=31)과 관해후 재발군(n=9)

은 약물을 끊기까지 각각 26.5개월, 26.1개월이 소요되었으며 두 군간에 유의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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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없었다. 또한 약물을 중단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재발과의 관계를 조사하였으

나 의미있는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8. Running down phenomenon 

 수술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후에 발작 및 전조의 소실이 있었던, 즉 running 

down phenomenon을 보였던 환자는 총 42명(57%)이었다. 관해 유지군(n=46)에서 

running down phenomenon을 보인 환자는 26명(57%)이었으며 발작의 관해가 시

작된 시점은 평균 15개월(1개월-70개월, SD 16.7)을 보인 반면에 관해후 재발군

(n=28)에서 running down phenomenon을 보인 환자는 16명(57%)이었고 발작의 

관해가 시작된 시점은 평균 22개월(1개월-72개월, SD 20.1)이었으며 두 군간에 유

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running down phenomenon을 보인 경우에 발

작 소실이 시작된 시점에 따른 재발율의 차이도 관찰되지 않았다. 

Running down phenomenon을 보인 군(n=42)과 수술 직후부터 발작 관해가 시

작된 군(n=32)을 비교해보면 running down phenomenon을 보인 군에서 수술부위

는 좌측부위(68%)인 경우가 우측보다(44%) 의미있게 더 많은 경향을 보였고

(p=0.043) 항경련제의 경우에는 약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통계학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running down phenomenon을 보인 군에서 수술직

후터 발작 관해가 시작된 군에 비해 재발율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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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Patients 

 관해 유지군(n=46) 관해후재발군(n=28) P value 

Age of Onset(year) 12.5 12.8 ns 

Sex ratio(M:F) 1:1 3:4 ns 

Age at surgery(year) 27.2 27.5 ns 

Duration of epilepsy(year) 14.3 14.8 ns 

Past history 30 18 ns 

Febrile convulsion history 19 11 ns 

Encephalitis history 0 6 ns 

Trauma history 21 13 ns 

2ndary generalized seizure 36 24 ns 

Frequency of seizure * 25.9 24.9 ns 

Frequency of seizure <5번 25 7 0.013 

Number of AED 2.5 2.7 ns 

Time of beginning of Sz free(month) 8.5 12.3 ns 

mean of f/u duration(month) 49 77 <0.005 

* total number of seizure of seizure during 1 year before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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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lationship between imaging and EEG and seizure recurrence 

 관해 유지군(n=46) 관해후 재발군(n=28) P value 

Preop-EEG   0.011 

Ipsilateral 34 19  

Ipsilateral+ * 3 0  

Multiple/bilateral 3 9  

Extratemporal 3 0  

Normal 3 0  

Postop-EEG   ns 

Spikes 17 14  

No spikes 29 14  

Postop EEG   ns 

Normal 29 14  

 Bilateral 2 4  

  Multifocal 3 1  

  Unilateral 12 9#  

* temporal and extrtemporal IEDs 

# 1명은 수술전과 반대측에서 간질파 관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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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lationship between imaging and seizure recurrence 

 관해 유지군(n=46) 관해후 재발군(n=28) P value 

MRI   ns 

Normal 6 4  

    Hippocampal sclerosis 30 20  

Tumor 8 4  

Cortical dysplasia 1 0  

Encephalomalatic change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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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ion between temporal and extratemporal lobectomy 

 관해 유지군(n=46) 관해후 재발군(n=28) P value 

ATL* 43 21 0.024 

Extratemporal 3 7  

Frontal cortisectomy 2 0  

Parietal cortisectomy 1 1  

Occipital cortisectomy 0 3  

Other area 0 3  

Operation side(left:right) 1.1:1 1.3:1 ns 

* Anterior temporal lobec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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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hange of AED after epileptic surgery 

 관해 유지군(n=46) 관해후 재발군(n=28) P value 

AED treatment   0.003 

Not changed 2 3  

Reduced 11 16  

Discontinued 31 8 *  

Add 2 1  

* 약 중단후에 재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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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arision between change of AED after epilepsy surgery in seizure free 

 

 Discontinued

(N=39) 

Reduced 

(n=27) 

Add 

(n=3) 

No change 

(n=5) 

p 

Onset age 12 14 17 8 ns 

Age at surgery 25 30 34 28 0.031

Time of beginning of Sz free 4  12 45 26 <0.01

No of preop AED 2.5 2.8 2.3 2.6 ns 

Epilepsy duration(yr) 13 15 18 20 ns 

Sz free after immed. Op* 22 8 0 2 ns 

* 수술 직후부터 발작관해가 시작된 환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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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elationship between duration of seizure-free and AED change 

Years after surgery Discontined (%) Reduced (%) Add(%) No change(%) p 

2 4(10) 9(33) 1(33) 1(20) 

3 2(5) 4(15) 0 0 

4 1(3) 2(7) 0 2(40) 

5 1(3) 0 0 0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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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mparison between running down phenomenon and seizure free immediately 

after operation 

 Running down 

phenomenon(n=42) 

Sz free immediatedly after 

op(n=32) 

P value 

Age of Onset(yr) 13 12 ns 

Sex ratio(M:F) 1:1 7:9 ns 

Age at surgery(yr) 28 26 ns 

Duration of epilepsy(yr) 15 13 ns 

Past history 29 19 ns 

Number of seizure recurrence 16 12 ns 

2ndary generalized seizure 37 23 ns 

Frequency of seizure * 15 39 ns 

Frequency of seizure <5 19 13 ns 

Number of AED(preop) 2.6 2.6 ns 

Temporal lobectomy 39 25 ns 

Side of operation(left:right) 27:15 13:19 0.043 

Preop unilateral spike 35 27 ns 

Postop spike 19 12 ns 

Time of biginning of Sz free(mon) 18 0 ns 

AED   ns 

Discontinued 17 22  

Reduced 19 8  

Add 3 0  

No change 3 2  

 



 

Figure 1. Overall seizure recurrence after epilepsy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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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mparison of seizure recurrence between different AE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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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난치성 간질환자에서 수술적 치료의 목표는 발작의 소실이 되어야 하며 실제로 

수술 후에  발작의 소실이나 감소 등의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이미 여러 보고

1-14에서 알려진 바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발작의 소실이 계속 유지되는지 혹은 

재발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고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본 연구가 갖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발작 및 전조증상이 모두 소실된 경우만을 성공적인 수술 효과

로 간주 하였다. 여러 보고에서 난치성 간질 환자의 수술후 결과를 평가하는데 있

어서 주로 발작 자체가 소실된 결과에만 관심이 있는 경향이 있으나 발작은 사라졌

더라도 계속해서 전조가 남아있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미쳐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며7,8 수술후 지속되는 전조

에 대한 연구도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Engel’s classification IA에 해당하는 환

자만을 발작 소실(Seizure free)로 정의하였고 발작 관해에 도달하였던 환자들을 대

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과거 보고들이 수술적인 치료 후의 발작 소실에 

대한 보고가 대부분이고 간질 수술의 성공을 Engel’s classification I, II 까지 명시

하였기에 본 연구에서 보인 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것으로 생각되며 더군다나 

본 연구는 발작의 관해에 도달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재발율의 차이를 비교하였기 

26  



 

때문에 기존의 보고와는 차이점을 갖고 있다. 

초점성 간질의 경우 정확한 간질병소(epileptogenic focus)를 찾아 제거해주면 성

공적인 수술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본원에서 처음 간질 수술을 시작한 이후 시

간이 지날수록 완전관해군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었는데(p=0.040) 이

는 임상경험의 증가에 따른 결과로 생각되지만 또한 여러 진단 방사선학적 방법의 

발전과도 무관하다 할 수 없다. 

최근까지 보고된 바를 정리해보면 발작의 소실이 관찰되는 군은 수술후 1년후 

53-80%, 5년후 52-70%로 알려져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발작의 소실이 유지되

는 군의 비율이 조금씩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9-14 이러한 영향은 수술후 시

간 경과에 따라 환자의 발작 상태가 변하는 것을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도 수술후 

28명의 환자가 발작 소실 후에 재발이 있었으며 그 분포는 시간이 지날수록 비교

적 지속적으로 증가한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ure 1).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하지만 수술후 뇌파소견은 시간경과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사실은 수술후 시간경과에 따른 뇌의 변화

(plasiticity)를 암시해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 발작이 소실되었다가 재발되는 

것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Gates9은 수술후 1년의 뇌파는 수술의 

예후와 무관하다고 하였으며 다른 보고에서10,11 수술후 2년 혹은 3년후에 관찰된 

극파가 유의하게 재발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수술후 3개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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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시행한 뇌파 결과는 추후 재발되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으며, 재발되기 시작한 

시점이 평균 26.2개월인 것을 고려해 보면 수술후에 재발과 관련된 병소의 형성은 

어느정도 시간을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술 후 발작의 재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서 여러 요인들이 조사되었다. 수술전 요인으로는 성별, 발병연령, 유병기간, 대발

작 경험 유무, 발작의 빈도, 방사선학적 소견 및 수술전두피 뇌파 소견, 복용중인 

항경련제의 수 등이 조사되었는데 그중 수술전 뇌파 소견상 간질양파가 편측에서 

주로 나오는 경우나, 한달에 발작이 5번 미만인 경우에 재발이 덜 유발되는 것이 

발견되었다. 수술전 편측에서의 간질양파가 좋은 예후인자인 것은 수술부위를 정확

히 국소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높여주어 절제부위를 명확하게 해줄 가능성이 높여 주

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환자에서 간질양파는 4명을 제외한 나머

지 환자에서 모두 방사선학적 이상소견을 보인 쪽과 동측에서 관찰되었는데, 초점

성 병소(focal patholgy)를 가지는 경우 여러가지 수술전 검사결과가 일치성

(concordance)을 보인 경우에는 더욱 수술후의 결과가 높은 것으로 이미 보고된 

바 있다.7,12 수술전 발작의 빈도는 과거 보고에서는 수술후 예후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는데,6  본 연구에서는 한달에 5번 이상의 경우에서 발작의 소

실후에 재발과 연관성이 있었다. 그러나 측두엽 간질인 경우 유병기간이 긴 경우에 

kindling 과 이차적 간질병소화(secondary epileptogenesis)로 인해 간질수술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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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13,14과 같이 생각해보면 상당한 연관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의 보고를 비추어볼 때 어린 연령에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간질의 직접적인 영향과는 별도로 삶의 질 측면에서 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

해 볼 수 있고, 지적 기능의 장애 또한 적다는 견해들15-17이 있고 이차적 간질병소

화가 유병기간과 연관이 있다는 견해도 있어 간질수술을 어린 연령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수술 당시의 연령은 재발율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병리학적 결과에 따른 재발율의 차이를 비교해보고자 하였으나 조

직학적 결과가 불충분하거나 누락이 되어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 비교대상에서 제

외하였다. 

수술적인 요인 및 수술후의 요인으로는 측두엽 절제술의 유무, 수술 후 3개월 이

전에 시행한 뇌파 소견, 약물을 중단하였을 경우 중단할 때까지의 기간 등이 조사

되었는데 측두엽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만 재발의 빈도가 낮았다. 측두엽외 간질

(extratemporal epilepsy)의 경우에는 병변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더 큰 간

질병소를 가지며 체성감각운동 피질(sensorimotor cortex)을 침범하여 수술절제부

위의 제한 등의 이유로, 측두엽 간질의 경우에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보고15-17에서 보고된 바이며, 본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관해에 도달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조

29 



 

사대상에서 측두엽외 수술을 받은 환자가 상당수 빠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

다. 본원에서는 대부분이 선택적인 편도체해마절제술(amygdalohippocampectomy)

이 아닌 광범위한 전측두엽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따라서 수술적인 방법의 차이

를 비교할 순 없었다. 

항경련제를 줄인 경우보다 중단한 경우에 발작의 재발이 더 잦다는 보고가 있었

으나 본 연구에서는 오히려 항경련제를 줄인 군에서 발작의 재발이 더 잦았다. 즉, 

약물을 중단한 39명중에서는 9명만이 재발한 반면에 약물을 줄인 27명중 16명이 

재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간질수

술후에 발작의 소실이 시작된 시점이 약물을 끊을 수 있었던 군에서는 평균 3.9개

월로 약물을 줄인 군의 12개월보다 더 이른 시점에 발작의 소실이 시작되었을 뿐

만 아니라 또한 평균연령이 더 어려(평균 25세 vs 평균 30세) 약물중단할 필요성

이 더 많았을 것이다. 또한 약물을 중단한 군에서 약물을 중단하기까지의 시간에 

따른 재발율의 차이는 볼 수 없었는데 다시 말해서 약을 빨리 끊는다는 것이 재발

의 위험인자는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간질 수술후에 발작의 소실이 비교

적 빠른 시일에 시작된 젊은 환자에서 빠르게 약을 중단해 볼 수 있고, 약물을 중

단했다는 사실이 발작 재발의 위험인자로 단정짓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약을 중단하였다가 재발한 경우(39명 중 8명)나 약을 줄이던 중 재발한 

경우(27명 중 16명) 과반수에서 약을 다시 사용하여(특히 기존에 사용하던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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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작의 조절 및 발작의 관해까지도 도달할 수 있었다. 즉, 발작의 재발이 있더라도 

약물치료에 반응을 잘 하지않는 난치성 간질로 갈 확률은 적어지며 이 또한 간질 

수술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발작의 재발율은 수술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관찰되었다. 앞서 말한대

로 이러한 결과는 여러 보고18-23에서 보여지고 있고 뇌량 절제술을 시행하였던 경

우에 발작의 재발율이 점차 증가한다는 보고31도 있는데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확한 원인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많은 요인들이 관여할 것으로 생각

되고 있다. 첫째, 드물지만 간질의 병소를 정확히 국소화하지 못 했거나 혹은 절제

시에 간질 병소를 불충분하게 제거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간질 병소의 부위가 

광범위하거나 mirror focus를 가지는 반대측의 병소에서 간질의 재발이 유발된다는 

주장도 있다. Morrell 등36은 동물 모델과 측두엽과 전두엽의 종양을 가진 환자에서 

반대측 대뇌의 대칭부위에 발작을 독립적으로 유발하는 병소의 형성을 보고한 바 

있으며, Hennessy등38은 측두엽 절제술을 시행후 실패한 경우의 25%에서 반대편 

측두엽에서 발작의 재발이 있었다고 보고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수술후 재발

하였던 환자 중 단 1명에서만 수술전 이상을 보인 부위의 반대편에서 발작간기 간

질양파가 관찰되었다. 발작의 재발에 정확한 병리생리학적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

지만, 성공적인 수술후에 발작의 재발은 수술부위의 상처(scar) 혹은 다른 부위에서 

간질 발병소가 성숙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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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ning down phenomenon은 Rassmussen15,30이 보고한 이래로 아직 정확한 병

인은 모르고 있지만 간질병소 중 자동적으로 간질 활성을 보이는 부위만 제거하면 

수술후에 수개월 혹은 수년후에 발작이 결국 소실된다는 주장이다. Salanova 등39은 

100명의 측두엽 간질환자에서 수술 직후부터 발작 관해가 있었던 군에서는 작은 

발작간 간질 병소부위를 가지고 있었고 running down phenomenon을 보인 군에서

는 더 광범위한 간질 병소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한 바 있다. 또한 반대측 

대뇌의 mirror focus 가 아닌 원발 병소의 주위에서도 발작의 발생을 초래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발작 발생부위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이

전 보고와 비교할 수는 없었으나 일반적으로 좌측부위 절제술시 우측부위에 비해 

절제 부위가 적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좌측부위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에서 

running down phenomenon을 보인 경우가 많았던 것은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간

질 원발 병소 주위에서 진행된 이차적인 간질 병소의 형성을 간접적으로 반영해 준

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그 외 running down phenomenon을 보인 군과 수술직후

부터 발작 관해가 시작된 군을 비교했을 때 발작 관해 후에는 재발율의 빈도나 다

른 임상적 변수간에 차이가 없는 것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후향적으로 진행되어 연구에 동원된 환자군이 균일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수술후 치료에 있어서 통일된 과정이 없다는 점, 그리고 자료 수집시 선입견

이 개입되었을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간질 수술후의 장기간의 경과를 유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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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고 특히 관해군에 도달하였던 환자에게 치료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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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저장 등은 난치성 간질환자로 진단되어 간질 수술을 시행하여 발작의 소실에 도

달한 74명의 환자의 임상적 정보를 분석한 후 관해 유지군과 관해후 재발군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수술전 뇌파이상의 일측성인 경향과 수술전 발작 횟수가 5번 

이하일 경우가 관해 유지군에서 의미있게 많았으며, 측두엽 절제술을 한 경우에도 

재발률이 낮았다. 그리고 수술후에 약물을 끊을 수 있었던 군에서 재발율이 더 높

지 않았으며 약물을 끊은 군이 다른 군에 비해 더 어린 경향을 보였고 약물 끊기까

지 걸린 시간에 따른 재발율의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여 볼 수 있다. 

간질 수술후에 항경련제의 감소 및 중단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조기에 발

작의 조절이 잘 되는 환자에서는 약물의 중단을 조기에 시도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수술적 치료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술전 뇌파소견 및 수술전 발작수 그

리고 측두엽 절제술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수술 전 환자의 임상요인들이 예

후를 가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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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 Seizure recurrence after successful epileptic surgery  

in intractable epilepsy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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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ationale for epilepsy surgery is to render the patients seizure-free and to improve 

his or her quality of life significantly. Previous studies have reported that epilepsy 

surgery successfully achieved in about 70% in medically intractable epilepsy. But there 

were relatively a few studies that determine the frequency of or identify the predictive 

factors for seizure recurrenc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frequency of late 

seizure recurrence and the factor related to the late seizure recurrence after successful 

epilepsy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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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retrospectively analyzed outcome of 74 seizure-free patients who rendered 

seizure free for at least 1 year at any time after epilepsy surgery performed between 

1991 and 1999. The correlation between seizure recurrence and clinical variables, 

such as onset age, duration, past history of brain insults, preoperative/postoperative 

interictal scalp EEG, seizure frequency, presence of secondary generalization, Patients 

were classified as seizure-free group (n=46) or seizure-recur group (n=28). Seizures 

tended to recur more often in patients with bilateral, multifocal preoperative EEG 

abnormality than unilateral EEG abnormalities, and with seizure frequency more than 5 

per month. Temporal lobectomy rather than extratemporal lobectomy was less likely 

recurrent after successful epilepsy surgery. Seizure recurrence rate gradually increased  

after surgery, but  AED withdrawal was not associated with seizure recurrence in 

seizure-free patients after epilepsy surgery. Our results will be helpful in managing and 

counselling patients after epilepsy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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