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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신장질환 환자에서 발생한
전신성 비경련성 간질중첩증 2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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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ized Nonconvulsive Status Epilepticus in
Two Patients with End-Stage Renal Disease
Won-Seok Oh, M.D., Young-Dae Kim, M.D., Sang-Won Seo, M.D., Yong Jeong , M.D.,
Sun-Ah Park, M.D., Kyoung Heo, M.D., Byung-In Lee, M.D.
Department of Neur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We report two patients of generalized nonconvulsive status epilepticus (GNSE) accompanied by end-stage renal disease. Both patients were presented with impaired responsiveness and behavioral abnormalities. Continuous generalized
epileptiform discharges were noted on EEG. GNSEs of our patients were responsive to benzodiazepines clinically and
electroencephalographically. And they were controlled by short-term antiepileptic treatment and improvement of uremic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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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련성 간질중첩증은 임상적으로 관찰되는 경련이 없으

13년 전부터 복막투석을 받고 있었으며 1달여 전 복막염이

면서 의식수준의 저하나 행동의 장애가 주증상으로 나타나기

발생하여 신장내과에 입원하여 복막투석관을 제거하였고 혈

때문에 진단이 늦어지거나 제대로 진단되지 못하는 경우가

액투석을 받으며 항생제를 투여 받고 있었다.

많다.1 특히 신부전 환자의 경우에는 장기부전으로 인한 대

협의진료 수일 전부터 전신쇠약이 더 심해졌고 장폐색 소

사성 뇌병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와 임상증상

견이 나타났다. 이틀 전부터는 구음장애와 상하지 진전 및

이 비슷한 비경련성 간질중첩증과의 감별진단이 제대로 이루

낙하진전이 관찰되었다. 하루 전 갑작스런 행동 변화가 나타

2

어지기 어렵다. 본 저자들은 최근 국소 뇌병변이나 간질의

났는데 침대에 누운 채로 눈을 뜨고 있었고 팔과 다리를 뒤

병력이 없는 말기신장질환 환자에서 발생한 전신성 비경련성

척이는 정도의 반응을 보였고 질문을 하여도 대답을 하지 않

간질중첩증 2예를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았으나 통증성 자극에 “아야” 소리를 내고 있었다. 국소적인

증

례

신경학적 결손은 보이지 않았고 바빈스키 증후는 관찰되지
않았다. 수축기혈압은 180 mmHg, 이완기혈압은 100

증례 1

mmHg이었고 전해질검사는 정상이었으며 혈당은 307

52세 여자 환자가 입원 중 갑자기 발생한 이상행동과 의

mg/dl, 혈중 요소질소는 14 mg/dl, 혈중 크레아티닌은 5

식변화를 주소로 신경과에 의뢰되었다. 과거력에서 고혈압

mg/dl 이었으며 입원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검사한 수치와

과 당뇨가 있었으며, 향정신성 약물이나 벤조다이아제핀계

차이는 없었다. 뇌 전산화단층촬영에서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약물을 투여 받은 적은 없었다. 환자는 말기신장질환으로

않았다. 뇌파검사에서 지속적인 2 Hz의 전신성 극서파의 발
작뇌파가 관찰되었다(Fig. 1A). 뇌파검사 중 lorazepam 4
mg 투여 후 가면상태가 되었으나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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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을 하는 등의 임상양상의 호전과 함께 발작뇌파의 소실
을 관찰하였다(Fig. 1B). 이어서 phenytoin을 정주로 투
여하고 10일간 유지하다가 중지하였다. 추적 관찰기간 동안
환자의 의식상태와 인지기능은 병전 수준으로 회복된 상태를
유지되었고, 뇌파검사에서 발작뇌파는 관찰되지 않았다.
처음 증상 20일 후 장폐색의 소견이 악화되고 전신쇠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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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 EEG tracing showing continuous generalized 2 Hz spike and slow waves. B. After administration of intravenous
lorazepam, ictal EEG resolved.

A

B

Figure 2. A. EEG tracing showing continuous generalized 2-3 Hz spike and slow waves. B. After administration of intravenous
lorazepam, continuous generalized ictal discharges changed into fragmentary form.
을 호소하였으며 구음장애와 함께 낙하진전이 다시 나타났
다. 이틀 후부터는 질문에 대해서 본인의 이름 만을 반복적

증례 2

으로 대답하였다. 자발적인 움직임이나 자극에 대한 반응은

70세 여자환자는 과거력에서 당뇨와 고혈압이 있었으며

이전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으나 손을 드는 등의 간단한

말기신장질환으로 3년 전부터 혈액투석을 받아 왔었다. 혼

명령은 수행할 수 있었다. 뇌파검사에서는 이전과 비슷하나

자 거주하고 있었으며 투석을 받으러 병원에 오지 않아 찾

발작뇌파의 연속성과 분포는 감소된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아간 친척에 의해 의식저하가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신

lorazepam 투여 후 이상행동과 발작뇌파는 소실되었다.

경계 검사에서 환자는 주로 눈을 감고 있었으나 자극에 쉽

다음날 다시 이상행동을 보이는 등 비경련성 간질중첩증이

게 눈을 뜨고 사지를 조금씩 꿈틀대면서 숨을 몰아 쉬는 양

재발하여 lorazepam 정주 후 이상행동은 사라졌으며

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사지에 통증성 자극을 주면 “아파”하

phenytoin을 단기간 투여하였다. 이후 장폐색과 복막염은

는 소리를 내면서 회피하는 반응을 보였고 국소 신경계 이

완치되었고 장기간의 항경련제의 투여는 하지 않았으며 비

상은 보이지 않았고 바빈스키 징후도 관찰되지 않았다. 한

경련성 간질중첩증의 재발은 없었다.

달여 전에도 이틀 동안 이와 비슷한 증상이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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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 전해질검사와 혈당은 정상이었으며 혈중 요소질소는

자가 있는 경우, 4) 측두엽성 혹은 전두엽성 부분성 간질중

71 mg/dl, 혈중 크레아티닌은 9.2 mg/dl로 1달여 전 검

첩증에서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로 나누었다. 본 증례에

사한 수치(혈중 요소질소-13.5 mg/dl, 혈중 크레아티닌-

해당되는 간질의 과거력이 없는 노인에게서 발생하는 GNSE

6.0 mg/dl)보다 상승되어 있었다. 뇌 전산화단층촬영에서

의 경우 여자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유발인자로 벤조다이아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뇌파검사에서 지속적인 2~3

제핀계 약물이나 향정신성 약물, 대사성 이상 등이 있다.5

Hz의 전신성 극서파의 발작뇌파가 관찰되었다(Fig. 2A).

GNSE의 치료는 간질이나 지능저하, 퇴행성 질환이나 기

뇌파검사 중 정맥내 lorazepam이나 midazolam 투여 후

질적인 뇌병변이 있거나 편위된 뇌파소견을 가지고 있어 이

에는 숨을 몰아 쉬고 손발을 꿈틀대는 증상이 없어지고 지

차적인 전신성 발작이 의심되는 경우는 항경련제의 지속적인

속적으로 나타나던 발작뇌파가 감소하였으나(Fig. 2B) 수

치료가 필요하지만3,6 간질의 병력이 없고 뚜렷한 유발인자가

십 초에서 수 분 경과 후 다시 이전의 임상양상과 발작뇌파

있고 노인에서 발생한 GNSE의 경우 장기간의 항경련제 치

가 나타났다. Phenytoin과 valproate를 정주로 부하하고

료는 불필요하고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5 NCSE가

유지하였으나 발작의 임상양상과 발작뇌파는 지속되었다.

경련성 간질중첩증과 같이 적극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

혈액투석의 빈도를 늘여서 시행하여 대사성 이상이 교정되

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으며 부분성 비경련성 간질중첩증

고 전신상태가 호전되면서 입원 5일째부터 환자는 상기 기

의 경우에는 인지기능의 저하 등 신경계 후유증에 대한 보고

술한 발작 증상이 없어졌고 뇌파검사에서도 발작뇌파가 소

가7 있으나 GNSE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8

실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자의 의식은 즉각적으로 회

또한 부분성 혹은 전신성 NCSE를 보인 위독한 질환상태

복하지 못하고 가면상태로 있었으나 간단한 명령에 반응을

에 있는 노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9 항경련제의

보이다가 입원 7일째부터 의식상태는 병전 수준으로 회복되

투여가 예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벤조다이

었다. 항경련제의 장기간 투여는 하지 않았으며 비경련성

아제핀을 사용한 환자들에서는 사망률이 높았고, 기저 질환

간질중첩증의 재발은 없었다.

의 심각한 정도가 사망률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위

고

독한 질환 상태에 놓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기 때

찰

문에 항경련제의 효과가 정당하게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이

비경련성 간질중첩증(nonconvulsive status epilepti-

고려되어야 하지만 벤조다이아제핀이나 바비튜레이트 같은

cus, 이하 NCSE)은 임상적으로 경련없이 의식이나 행동,

항경련제의 장기적인 사용으로 초래될 수 있는 호흡이나 다

인지기능의 장애가 30분 이상 지속되는 환자에서 뇌파검사

른 전신적 영향이 환자에게는 GNSE 자체보다 더 위험할

를 시행하여 진단할 수 있다. 특징적으로 반복적인 극파나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전신상태의 악화가 GNSE의 예후에

예파 혹은 예서파복합 형태의 발작뇌파가 나타나며 이는 항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경련제 투여로 인해 소실되는 특성을 보인다.3

GNSE에 대한 동반된 질환이나 유발인자의 영향은 본 증

의식변화나 이상행동은 신부전으로 인한 대사성 뇌병증에

례들에서도 관찰할 수 있는데 증례 1은 감염으로 인하여,

서도 흔히 생길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요독성 뇌병증의 뇌

증례 2는 불충분한 투석으로 인한 요독증의 악화가 GNSE

파소견은 간헐적 혹은 지속적으로 리듬성 혹은 비리듬성의

의 유발인자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증례 1은 재발

4

서파이며 항경련제에 반응이 없다.

에도 불구하고 항경련제 투여로 쉽게 GNSE를 중지 시킬 수

의식저하가 있는 환자에서의 NCSE는 적지 않은 것으로

있었으나 증례 2에서는 일회성의 lorazepam이나 mida-

보고되고 있으며1 특히 전신성 질환이나 대사성이상, 약물

zolam으로 일시적인 발작 중단이 있었지만 항경련제 투여

등의 병력이 있는 노인 환자에서 이상행동이나 의식수준의

에도 불구하고 조절되지 않다가 5일 뒤에 GNSE는 멈추었

변화가 있을 때 뇌파검사는 NCSE와의 감별에 있어서 가장

다. 증례 2의 경우 전반적인 신체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

중요한 검사방법이며 본 증례에서도 뇌파검사를 통하여 정

에 발작을 멈추기 위한 벤조다이아제핀이나 바비튜레이트 같

확한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었다.

은 항경련제의 장기적이고 공격적인 치료는 시행되지 않았고

NCSE는 뇌파 소견에 따라서 국소화되는 발작뇌파가 지속

충분한 혈액투석을 통해 발작은 멈추었다. 두 증례 모두 요

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성 비경련성 간질중첩증(partial

독증이 호전되면서 항경련제 치료는 중단하였고, 증례 1은

nonconvulsive status epilepticus)과 대칭적인 발작뇌

6개월, 증례 2는 2개월의 추적 기간 동안 재발은 없었다.

파가 동시성으로 나타나는 전신성 비경련성 간질중첩증

본 증례들을 통해 의식저하가 있는 환자에서 NCSE의 감별

(generalized nonconvulsive status epilepticus, 이

진단에 있어서 뇌파검사가 중요하며 간질의 과거력이 없는 노

하 GNSE)으로 분류된다. GNSE는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인에서 처음 발생한 GNSE의 경우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항

3

다양한 환자군이 모여 있는데 Kaplan은 1) 소아기 소발작

경련제가 필수적이지만 유발인자나 동반된 전신질환의 조절

이 있으며 뇌파상 3 Hz spike and waves가 나타나는 경

이 치료와 예후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 2) 소아기에 시작된 간질증후군이 있으며 정신지체가
흔히 동반되고 발작시 혼돈증세가 심하고 근간대가 동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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