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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내측두엽 간질 환자에서 양측 측두엽 대사감소와 뇌파소견과의 연관성 

 

18F-FDG PET은 간질발생부위에서 대사감소를 나타내며 내측두엽 간질에서의 정

확도 및 민감도는 70%-95%로 높아서 수술 전 평가 방법으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병변측 뿐만 아니라 양측 측두엽에서 모두 대사감소를 보이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의미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이전의 보고에서는 주로 시각적 관찰이나 비대칭 지수를 이용한 분석을 이용

했으며 통계적 파라메터 지도 작성(statistical parametric mapping, SPM)을 통한 

분석에 의해 양측 측두엽 대사감소를 평가한 논문은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 7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연세의료원 간질 크리닉에서 난

치성 내측두엽 간질로 전측두엽 절제술을 시행한 환자 중 18F-FDG PET을 시행한 

29명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분석하여 일측 측두엽에 대사감소(unilateral temporal 

hypometabolism, UTH)를 보이는 환자군과 양측 측두엽에 대사감소(bilateral 

temporal hypometabolism, BTH)를 보이는 환자군을 비교하였다.  

SPM방법에 의한 분석에서 시각적 관찰에 의한 분석과 측위화 정도는 거의 일치

하였으나  BTH는 더 많이 나타났으며 따라서 BTH를 발견하는데 있어서 SPM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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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적 관찰에 의한 분석보다 더 민감하다고 생각되었다. 또한 두피 뇌파에서 

양측성 발작간 간질양 뇌파 및 양측에서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발작 중 뇌파는 

BTH가 있는 환자에서 유의하게 많았다. BTH는 양측 측두엽의 흥분성과 관련이 있

는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BTH가 있는 환자에서는 수술부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서 주의를 요한다. 

 

 

 

 

 

 

 

 

 

 

 

 

 

 

핵심되는 말 : 내측두엽 간질, 18F-FDG PET, 두피 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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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측두엽 간질 환자에서 양측 측두엽 대사감소와 뇌파소견과의 연관성 

<지도 교수 허 경>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 미 애 

 

I. 서론 

 

18F-FDG PET은 간질발생부위(epileptogenic zone)에서 대사감소를 나타냄으로

써 발작 병소(seizure focus)를 국소화 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내측두엽 간질에서 

18F-FDG PET의 정확도 및 민감도는 70%-95%로 높아서 수술 전 평가 방법으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1-9 뿐만 아니라 병변 부위에서 대사감소를 보이는 경우 수

술 후 좋은 예후와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 그러나 아직도 18F-

FDG PET에서 나타나는 대사저하의 병리기전은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으며 보통 

병변 부위보다 광범위한 대사감소를 보이는데 그 이유로서 해마의 세포손실과 위축

뿐만 아니라 내측두엽과 기능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부위의 생리학적 기능저하, 신

경세포의 억제 감소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5 그밖에 해마로부터 deafferentiation되

어서 초래되는 광범위한 저관류 등이 일부 관여하여 국소적인 뇌손상이 먼 곳에 대

사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Henry등은 피질 부위의 대사감소와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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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상의 해마의 세포 손실 정도와는 연관성이 없으며 이는 대사감소의 양상이 세포

손실에 따른 diaschisis에 의한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11   

18F-FDG PET에서 보이는 대사저하의 평가는 흔히 양측 측두엽간의 비대칭

(asymmetry)정도와 일측 측두엽 대사저하(unilateral temporal hypometabolism, 

UTH)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Sackellares등은 측두엽 간질 환자군과 대조

군의 뇌에서의 당대사율을 비교할 때 간질 환자군에서 대조군보다 양측 측두엽 모

두에서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였다.12 

Blum등의 보고에 따르면 일부 환자에서 양측 측두엽에서 모두 대사 감소 

(bilateral temporal hypometabolism, BTH) 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않게 있으며 이

에 대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지만13 그 의미와 중요성 및 양측 측두엽의 흥분성 

혹은 양측 측두엽 간질과의 연관성등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18F-FDG PET영상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시각적 관찰에 의한 방법이 임상적으로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지만 SPM방법에 의한 분석은 보다 객관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14 

저자는 난치성 내측두엽 간질 환자에서 시각적 관찰뿐만 아니라 SPM을 이용하여 

대사감소를 분석하여 UTH군과 BTH군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환자군에서 발병 연령, 

간질 이환 기간, 열성경련 및 중추신경계 감염의 과거력, 전신 발작 유무등과의 연

관성을 비교하였다. 또한 두피 뇌파에서 양측 측두엽이 간질 병소일 가능성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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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양측성 발작 간 간질양 뇌파소견(bitemporal interictal epileptiform 

discharges, BIED), 양측 측두엽에서 독립적으로 발생하거나 동시에 발생하는 발작 

중 뇌파소견, 그리고 Wada검사에서의 측위화 실패와의 연관성을 비교하여 BTH의 

의미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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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2000년 7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연세의료원 간질 크리닉에서 난치성 내측두엽 

간질로 전측두엽 절제술을 시행한 환자 중 18F-FDG PET을 시행한 29명을 대상으

로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모든 환자에서 지속적인 비디오 및 뇌파감시를 시행하

였고 발작 중 두피 뇌파가 일치하지 않거나 측위화되지 않은 환자에서는 foramen 

ovale 전극이나 depth 전극을 삽입하여 발작 중 뇌파를 분석한 후 그 소견이 병변

과 일치하여 수술을 시행하였다. 

환자군은 남자가 11명, 여자가 18명이었으며 평균 나이는 26세(14세-41세)였다. 

간질의 이환기간은 2년-32년이었다. 우측 내측두엽 간질로 진단된 환자가 15명, 

좌측 내측두엽 간질로 진단된 환자가 14명이었다.  

모든 환자에서 수술 전 검사로 18F-FDG PET을 시행했으며 뇌자기공명영상, 지

속적인 비디오 두피 뇌파 검사를 시행하였다. 뇌자기공명영상에서 양측 해마경화증

이 있거나 해마경화증 이외의 해부학적인 병변이 있는 환자는 제외되었다.  

SPM 분석을 위한 정상 대조군은 8명으로 남자가 6명 여자가 2명이었고 나이는 

27세에서 32세까지로 평균 29.5세였으며 간질을 포함한 뇌질환, 정신질환, 기타 내

과질환의 병력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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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가. 18F-FDG PET의 분석 

(1) 18F-FDG PET 영상 획득 

ADVANCE(GE, Milwaukee, Wisconsin, USA) PET 스캐너(BGO crystal 

detector, 공간 분해능=4.80 mmFWHM, 축 방향 분해능=4.10mm FWHM, 예민도

=248.1 kcps/uCi/cc)를 이용하여 환자의 눈을 가리고 시행하였다. 4시간 이상 금식

한 상태에서 18F-FDG(0.14mCi/kg)를 정맥에 주사하고 30분 후에 30분 동안 영상

을 얻었다. 모든 환자들은 항경련제를 복용 중이었으며 검사시행 24시간 전부터 끝

날 때까지 간질 발작을 보인 환자는 없었다. 

(2)  시각적 해석 

18F-FDG PET 영상을 두 명의 경험 있는 핵의학과 의사가 판독하여 좌우측의 차

이를 눈으로 판독하였고 양측이 비슷한 경우는 전체반구의 영상과 비교하였으며 최

종 결정은 동의에 의해서 내렸다.  

(3) 통계적 파라메터 지도작성(SPM) 

SPM99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였다. 각 대상에서 얻은 영상에 대해 공간 정합을 하

여 머리 위치에 따른 오차를 제거하고 정합한 영상을 PET 표준 지도 위에 공간 정

규화하였다. 각 환자의 영상은 건강한 대조군들의 영상과 비교하였으며 각 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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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el) 별로 t-검정을 시행한 후 통계적으로 의미있는(p=0.01) 화소만을 선별하였

다.  또한 t-검정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인 화소들이 만들어낸 활성화 영역들의 크

기가 가우시안 무작위장의 특성을 갖는 확률 변수에 대한 t-검정 결과 나타나는 활

성화 영역들의 크기 분포의 상위 50%이상에 해당하면 유의하다고 보았다.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것은 크기가 작아 우연히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제거하였다. 

나. 두피 뇌파 검사의 분석 

전극은 10-20체계에 따라 부착하였고 모든 환자에서 접형 전극을 삽입하였다. 

뇌파 판독은 2명의 신경과 의사가 시행하여 최종 결정은 동의에 의해서 내렸다. 

(1) 발작 간 두피 뇌파 

발작 간 뇌파는 하루에 2차례 무작위로 20분씩 시행하여 IED가 양측 측두엽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는 IED의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일측 측두엽에 독립적으

로 나타나는 경우만을 분석하였다. IED의 90%이상이 일측에서 발생할 경우를 일측

성(unitemporal interictal epileptiform discharges, UIED), 90%미만일 경우를 양측

성(bitemporal interictal epileptiform discharges, BIED)이라고 하였다.  

(2) 발작 중 두피 뇌파 

(가) 각 발작의 측위화 

각 발작의 측위화는 발현 당시의 양상 (Pattern at onset, PAO)으로 시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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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O에서 측위화가 되지 않을 경우 후발의 의미있는 양상(later significant pattern, 

LSP)에 의해 시행하여 수술부위와 비교하여 동측으로 측위화된 경우 반대측으로 

측위화된 경우 및 측위화되지 않는 경우로 분류하였다. 각 발작의 위치는 일측 측

두엽에 국한된 경우와 일측 반구에 국한된 경우 양측의 진폭의 비가 2:1 이상인 경

우를 측위화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양측에서 나타날 경우 진폭의 비가 2:1 미만일 

경우에는 측위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환자에서의 측위화 

각 환자에서의 측위화는 적어도 50%이상의 발작이 측위화되고 나머지 모든 발작

이 측위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측위화되었다고 하였고 50%미만의 발작이 측위화되

는 경우와 양측에서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발작이 있는 경우에는 측위화되지 않았다

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환자에서 수술 반대편으로 측위화된 경우는 없었다. 

이상의 발작에서 한번이라도 측위화의 전환이 있었던 경우 환자에서 측위화의 전환

(switch of lateralization)이 있다고 하였다. 발작의 50%이상에서 발작내내 발작 중 

뇌파의 측위화가 이루어진 경우 발작중 내내 측위화가 있었다(lateralized 

throughout ictal EEG)고 정의하였다.  

다. Wada 검사의 분석 

Wada 검사는 29명의 환자 모두에서 시행했으며 경동맥 내 125mg amobarbital

을 3-5초간 주입하였고 병변 측에 먼저 주입하였다. 주입 후 마비가 있는 동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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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항목(시각적기억 6, 언어적 기억 4)을 보여 주었고 10분후 뇌파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환자가 정상적 신경학적 상태로 회복되었을 때 기억력 검사를 시행하였다. 

처음 주입 후 45분 경과 후 반대측 반구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였다. Wada 검사 1

일전에 preWada 검사를 시행하였다.   

Wada 기억력 검사를 측위화 되는 경우와 측위화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통계적 

의미를 살펴보았으며 6개 미만의 항목에서 기억재인이 되는 경우와 양측의 차이가 

3개 미만인 경우를 측위화되지 않는 경우로 간주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모든 검사에서 P<0.05인 경우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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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1. 전체 환자군의 특징 

SPM 방법에 의한 18F-FDG PET 영상 분석에서 총 29명의 환자중 27명(93.1%)

에서 수술부위의 측두엽에서 대사감소를 나타내어 간질 발생 부위로 측위화되었고

(Table 1) 시각적 관찰에 의한 분석과도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Table 2). 2

명의 환자에서는 양측 모두에서 대사감소를 나타내지 않았다. 반대편으로 측위화 

한 경우는 한명도 없었다. 5명의 환자에서는 측두엽 외에 시상 또는 기저핵에서 대

사감소를 보였으며 이중 한명의 환자에서는 반대측 시상에서의 대사감소를 보였다. 

총 29명 중 9명(31.0%)에서는 양측 측두엽의 대사감소를 나타내었고 모두에서 병

변측에서 더 심한 대사감소를 보였다. 시각적 관찰에 의한 분석에서는 3명(10.3%)

에서 양측 측두엽의 대사감소를 보였다. 

Table 2. Comparison of results of visual assessment and SPM analysis of 18F-FDG PET 

 Visual assessment 

SPM unilateral bilateral  

unilateral 18 0 18 

bilateral 6 3 9 

negative 2 0 2 

 26 3 29 

Fisher’s exact test=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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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작 간 뇌파 

29명의 환자중 10명(34.5%)의 환자에서 BIED를 보였다(Table 3). UTH가 있는 

환자 18명 중 4명(22.2%)에서 BTH가 있는 환자 9명 중 6명(66.7%)에서 BIED가 

관찰 되어 BIED가 BTH 환자군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Table 3. interictal epileptiform discharge and hypometabolism  

 Interictal Epileptic Discharge 

SPM unilateral bilateral  

unilateral 14 4 18 

bilateral 3 6 9 

 17 10 27 

Fisher’s exact test, p=0.026 

 

3. 발작 중 두피뇌파 

29명중 21명(72.4%)의 환자에서 수술부위로 측위화되었다. 4명의 환자에서 50%

미만에서 측위화를 보였으며 4명의 환자에서 양측에서 독립적으로 발작파가 발생하

여 총 8명의 환자에서 발작 중 두피뇌파에서 측위화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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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H가 있는 환자에서는 양측에서 독립적으로 발작파가 나타난 경우가 한명도 

없었으며 BTH가 있는 환자의 발작은 4명(44.4%)에서 양측에서 독립적으로 발작파

가 나타나 두 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4). 또한 양측에

서 독립적으로 발작파가 나타난 4명의 환자중 2명에서는 이후 실시한 침습적 뇌파

검사에서도 양측에서 독립적으로 발작파가 나타났다.  

 

Table 4. Ictal scalp EEG(1) and hypometabolism 

 Bilateral independent ictal onset 

SPM (+) (-)  

unilateral 0 18 18 

bilateral 4 5 9 

 4 23 27 

Fisher’s exact test, p=0.007 

 

UTH가 있는 환자 중 3명(16.7%)에서 발작의 50%미만에서 측위화를 보였으며

(diffuse onset) BTH가 있는 환자 중 1명(11.1%)에서 50%미만의 측위화를 보여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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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ctal scalp EEG(2) and hypometabolism 

 Diffuse ictal onset 

SPM (+) (-)  

UTH 3 15 18 

BTH 1 8 9 

 4 23 27 

그 밖에 UTH가 있는 환자 중 2명에서 그리고 BTH가 있는 환자 중 2명에서 측

위화의 전환이 발생했다(Table 1). 발작 중 내내 PAO나 LSP에서 측위화된 측에 

국소적으로 발작파를 보이는 소견은 UTH가 있는 환자의 경우 10명(55.5%)의 환

자에서 BTH가 있는 환자의 경우 3명(33.3%)의 환자에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Table 6). 

Table 6. Ictal scalp EEG(3) and hypometabolism 

 Lateralization throughout ictal EEG 

SPM (+) (-)  

UTH 10 8 18 

BTH 3 6 9 

 13 14 27 

Fisher’s exact test, p=0.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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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ada 검사 

29명의 환자중 14명의 환자(48.3%)에서 수술부위로 측위화되는 소견을 보였으며 

15명의 환자에서 측위화의 실패를 나타냈다. 1명의 환자에서 수술부위와 반대측으

로 측위화되는 소견을 보였다. 

UTH가 있는 환자 중 8명(44.4%)에서 측위화의 실패를 보였으며 BTH가 있는 

환자 중 6명(66.7%)에서 측위화의 실패를 보여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7). BTH가 있는 환자 중 1명에서 수술 부위와 반

대측으로 측위화를 보였다. 

Table 7. Lateralization in Wada test and hypometabolism 

 Lateralization in Wada test 

SPM lateralization failure  

UTH 10 8 18 

BTH 3 6 9 

 13 14 27 

Fisher’s exact test, p=0.420 

Wada 검사시 병변측에 amobarbital을 주사했을 때 즉 수술 반대측의 기억재인 

정도의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BTH 환자군에서 UTH 환자군보다 기억재인

의 평균 점수가 더 낮은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적 의미는 없었다(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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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Retention score in Wada test and hypometabolism 

Wada test(mean retention score) UTH(n=18) BTH(n=9) P value 

ipsilateral injection 7.45 6.33 0.097 

contralateral injection 3.45 4.11 0.318 

 

5. 기타 

그 밖에 발병 연령, 간질 이환 기간, 전신 발작 유무, 열성경련 및 중추신경계 감

염의 과거력과 BTH는 상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Table 9. Comparison of clinical characteristics between patients with UTH and BTH 

parameter UTH(n=18) BTH(n=9) P value 

age at onset 10.39 14.78 0.559 

disease duration 15.00 14.56 0.714 

febrile convulsion, n(%) 14(77.8) 4(44.4) 0.083 

CNS infection, n(%) 3(16.7) 3(33.3) 0.326 

GTC on history, n(%) 7(38.9) 5(55.6)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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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Patient 

No 

Sex/ 

age 
duration 

GTC 

on Hx 

Hx of  

FC 

Hx of CNS 

infection 
op MRI 

PET 

SPM(1) 

PET 

SPM(2) 

PET 

visual 

1 M/33 32 + + - R R R T R th R T 

2 F/17 14 - - - L L L T  L T 

3 F/22 9 - - + L L B(L) T  L T 

4 F/26 14 - + - R R R T  R T 

5 M/20 5 - - + R R B(R) T  R T 

6 M/33 21 + + - R R R T  R T 

7 F/23 12 - - + L L L T  L T 

8 F/14 5 - + - L L L T   

9 F/27 13 - - + R R B(R) T   

10 M/41 25 + - - R R B(R) T  B(R) T 

11 F/30 25 - + - L L B(L) T  L T 

12 F/16 7 - - + L L L T  L T 

13 F/25 21 + - + L L L T L th,BG,P L T 

14 F/28 18 - + - R R R T   

15 F/30 22 - + - L L L T   

16 M/25 8 + + - R R R T   

17 F/30 19 - + - L L B(L) T  B(L) T 

18 M/30 10 + + - R R R T  B(R) T 

19 M/23 14 - - - R R -  R T 

20 M/21 2 - + - R R R T R th R T 

21 F/19 4 - + - L L L T L th,BG L T 

22 M/37 22 - + - R R R T L th R T 

23 F/20 18 - + - L L -  L T 

24 F/24 19 - + - R R R T  R T 

25 M/22 19 - + - L L L T  L T 

26 M/39 12 - - - L L B(L) T  L T 

27 F/34 20 - + - R N R T  R T 

28 F/34 16 - + - R R B(R) T  R T 

29 F/21 7 - + - L L B(L) T  L T 

R=right, L=left, N=normal, T=temporal, P=parietal, th=thalamic, BG=basal ganglia, 

B=bilateral, B(R)=bilateral & right dominant, B(L)=bilateral & left domi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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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ient 

no 
IED 

bilateral 

independent 

diffuse 

onset 

switch of 

lateralization 

lateralized 

throughout EEG 

Invasive 

EEG 

Wada 

test 

1 R - + - - FO R 

2 L - - - + FO L 

3 B - - - -  R 

4 R - - - + FO F 

5 R - - - +  R 

6 R - - - -  R 

7 L - - + -  F 

8 L - - - +  F 

9 R - - + +  R 

10 R - - - +  F 

11 B + - - - depth L 

12 L - - - +  F 

13 L - - + -  F 

14 R - - - +  R 

15 L - - - - FO L 

16 R - - - -  R 

17 B + - - - FO F 

18 R - - - +  R 

19 R - - - +  R 

20 R - - - -  F 

21 L - - - +  F 

22 B - + - - FO R 

23 B - - - +  F 

24 R - - - -  R 

25 B - - - +  L 

26 B + - + - depth F 

27 B - + - - FO F 

28 B - + - - FO F 

29 B + - - - FO/depth F 

 FO=foramen ovale electrode, F=nonlater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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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xample of SPM analysis of patient with UTH 

 

 

 

Figure 2. Example of SPM analysis of patient with B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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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저자는 난치성 내측두엽 간질환자에서 BTH의 뇌파소견과의 연관성 및 임상적 

의미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모든 환자에서 18F-FDG PET 외에 뇌자기공명영상, 신경심리검사, 

지속적인 비디오 및 뇌파감시를 시행하여 간질병소에 대한 결과가 일치하였고 발작 

중 두피 뇌파가 일치하지 않거나 측위화되지 않은 환자에서는 foramen ovale 전극

이나 depth 전극을 삽입하여 발작 중 뇌파를 분석한 후 그 소견이 병변과 일치하

여 수술을 시행하였으므로 수술한 부위를 기준으로 측위화 가치를 판단하는데 오류

가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18F-FDG PET 영상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핵의학과 의사가 눈으로 판

독하거나 양측 측두엽의 관심영역에서의 비대칭 지수를 이용하여 판독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중 눈으로 판독하는 방법은 임상적으로 가장 흔히 쓰이는 방법으로 그 결

과는 신뢰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지만14 관찰자의 전문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

으며 관찰자 간의 주관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관심영역에서의 비대칭 지

수는 병변의 반대측이 정상이라는 가정과 참고 부위로 이용되는 소뇌나 시각피질이 

정상이라는 가정에 근거한 방법으로 양측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적용하기 어려우며 

관심영역을 정하는데 있어서 그 모양 및 크기가 연구마다 서로 다르므로 비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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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다는 단점이 있다.14-16 

본 연구에서는 Statistical parametric mapping(이하 SPM) 방법에 의한 분석을 

했으며 SPM 분석방법은 복셀에 기초한 자동화된 분석방법으로 객관적인 해석을 

제공할 수 있으며 다시 재현할 수 있고 이전의 몇몇 연구들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졌다.14,16-17 또한 SPM 분석방법은 시각적 분석시 나타날 수 있는 주관적 

편견 및 관찰자간의 불일치 등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침습적인 동맥혈 채

취를 필요로 하지 않고 비교적 쉽게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SPM 방법에 의한 분석한 결과 29명중 27명(93%)에서 수술부위로 

측위화되었으며 시각적 관찰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 수술전 비침습적 검사로

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명에서는 측두엽외의 부위(시상, 기

저핵, 두정엽)에서 대사감소를 나타냈으며 이러한 소견은 이전의 연구에서도 보고

되었던 소견들이다.5,18 이중 1명에서는 병변 반대측 시상에서 대사감소를 나타냈는

데 Newberg등은 이러한 소견이 예후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하여19 추후 추적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9명(31.0%)에서 BTH소견을 보였는데 이는 시각적 

관찰에서는 3명(10.3%)에서 BTH를 보여 SPM 분석방법이 BTH를 평가하는데 있

어서는 시각적 관찰 방법보다 더 민감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는 이

전의 다른 연구들에서 BTH은 약 10%정도에서 나타난다고 보고한 것에 비해 많은 

수이다.13,20-21 이러한 결과는 이전의 18F-FDG PET영상 분석이 주로 시각적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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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관심영역에서의 비대칭 지수를 이용하였고 여기에 대뇌 피질의 값이나 소뇌의 

값으로 표준을 삼는 방법에 의존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SPM 분석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BTH를 보였던 환자에서 양측 측두엽

에서 모두 대사감소를 보이긴 하지만 수술 받은 병변측에 더 대사감소가 심한 양상

을 보이기 때문에 시각적 관찰에서는 대사감소가 더 심한 부위에 초점을 맞추기 쉽

다는 이유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BTH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SPM 방

법이 보다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측두엽 절제술을 시행한 내측두엽 간질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전 연구들의 환자군이 내측 및 외측 측두엽 간질환자가 모두 포함되었거나 침습

적 뇌파 검사에서 양측성 발작 중 뇌파 소견이 보여 수술하지 못한 환자들이 포함

되는 등 다소 이질적 집단이었던 것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

서 SPM 분석방법으로 발작 병소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정상 대조군의 수가 8명으

로 적다는 점과 대사감소를 나타내는 적절한 역치(threshold)가 아직까지는 정해지

지 않았다는 점 등은 추후 보완해야 할 것이다. 

  IED는 측두엽 간질 환자의 수술 부위를 결정하고 예후를 예측하는 인자로서 이

용되고 있고 UIED가 있는 환자가 BIED가 있는 환자보다 측위화 가치나 수술 후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2-25 BIED는 측두엽 간질 환자의 20-35%에서 보

이고 양측 측두엽의 활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되어 지고 있다.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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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BIED가 34%의 환자에서 나타났고 BTH과 BIED는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였는데 즉, BIED를 나타내는 환자에서 양측 측두엽에서 대사저하가 관찰

되었다. 또한 발작 중 두피뇌파에서 양측 측두엽에서 독립적으로 발작파가 발생하

는 경우와 BTH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18F-FDG PET에서의 대사감

소가 발작간기의 상태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발작파가 병변부위에서 반대측으로 전

파되는 양상 및 이에 의한 2차적 신경손상, 양측 측두엽의 흥분성과도 연관성이 있

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Schulz등이 보고한 논문과 일치하는 소견이다.13,20-21,31 

발작 중 뇌파의 전환도 양측 측두엽의 간질병소를 나타내는 인자로서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지만31 본 연구에서는 빈도가 낮아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Wada 검사는 언어중추의 측위화 및 기억능력 평가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로 

측두엽 간질환자에서 병소의 좌우측 결정에 있어 수술 전에 시행되는 뇌의 기능적 

평가의 하나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나 수술 후 예후와 관련이 있다.34-38  

Wada 검사에서 측위화 및 기억재인의 실패와는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

다. 안 등이 보고한 논문에서도 BTH와 Wada검사시 기억재인의 실패와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27 그 이유로서 측두엽의 기억능력이 해마의 세

포소실과 관련 있으나 이러한 세포의 소실이 18F-FDG PET상의 대사 감소 상태와 

관련성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전 연구에서 Koutroumanidis등은 양측 대사감소는 질병의 이환 기간과 의미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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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계가 있다고 보고했으며21,33 Blum등은 전신발작, 열성경련 및 뇌염의 과거력

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했으나13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내측두엽 간질 환자의 수술 전 평가에서 시각적 분석에 의한 

18F-FDG PET 소견이 측위화 및 국소화에 유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SPM 분석 방

법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BTH을 발견하는데 있어서

는 시각적 분석이나 관심영역에서의 비대칭 지수를 이용한 방법보다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SPM에 의한 분석은 시각적 분석보다 객관적인 방법으

로서 간질 센터간의 표준화된 자료교환 및 비교시에도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 BTH은 BIED 및 양측성 독립적 발작 중 뇌파와 연관성이 있어 양측성 흥분성

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이러한 환자들의 수술

전 평가시에는 더 주의를 요하며 침습적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추적기간이 짧아서 수술 후의 예후를 살펴보지 못했지만 추후 이 

환자들의 수술 후 예후를 추적관찰 해 BTH와의 연관성을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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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저자는 전측두엽 절제술을 시행한 29명의 내측두엽 간질환자에서 18F-FDG PET

소견을 SPM 방법으로 분석하여 UTH군과 BTH군으로 나누어 임상적 의미와 전기

생리학적 소견과의 연관성을 살펴 보았다.  

 SPM 방법으로 분석시에 시각적 관찰방법과 거의 일치하는 측위화 정도를 나타냈

으나 SPM 방법시 시각적 관찰보다 BTH를 더 많은 수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BIED는 BTH가 있는 환자에서 유의하게 많았고 또한 양측에서 독립적으로 발작 

중 뇌파가 발생하는 경우도 BTH가 있는 환자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결론적으로 SPM방법은 내측두엽 간질환자의 수술전 평가로 유용하며 BTH를 더 

민감하게 발견할 수 있다. BTH는 양측성 흥분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많아 수술부위

를 결정할 때 주의를 요하며 침습적인 뇌파검사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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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hip between bilateral temporal hypometabolism  

and EEG findings in mesial temporal lobe epilepsy 

 

Mi-Ae Kim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young Heo) 

 

18F-FDG PET in temporal lobe epilepsy(TLE) has proved to be a reliable test 

for identifying the epileptogenic zone in the form of regional hypometabolism.  

Patients with unilateral temporal hypometabolism(UTH) on 18F-FDG PET have 

been associated with positive surgical outcome. In contrast to UTH, the 

phenomenon of bilateral temporal hypometabolism(BTH) has received little 

attention. However the occurrence of BTH in TLE may not be ra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linical significance of BTH 

in patients with mesial temporal lobe epilepsy(M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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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ctal 18F-FDG PET scans were performed in 29 patients with surgically 

treated MTLE. We compared the interictal epileptiform discharges(IED), ictal 

onset and Wada test of patients with UTH with those of patients with BTH. To 

assess an 18F-FDG PET image, Statistical parametric mapping(SPM) analysis as 

well as visual interpretation was applied. 

In 9(31.0%) of 29 patients, the 18F-FDG PET scan revealed BTH by SPM analysis. On 

visual assessment, only 3(10.3%) patients showed BTH. The sensitivity of SPM analysis 

was higher than that of visual assessment on evaluation of BTH. Bitemporal interictal 

epileptiform discharges(BIED) occurred significantly more frequently in the BTH group 

than in the UTH group. Bilateral independent seizure onset in scalp EEG or bitemporal 

epilepsy was more common in the BTH group.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age at onset, duration of epilepsy, generalized seizure, history of febrile 

convulsion and CNS infection, lateralization throughout ictal EEG and lateralization in 

Wada test between UTH and BTH group.  

In this study, SPM method provided an advantage over visual analysis. Our 

results show that BTH may correlate with bitemporal excitability. Patients with 

BTH should be monitored carefully, and BTH may be considered as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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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ion for invasive monitoring. Additional study with postoperative outcome 

will b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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