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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천막위 수막종 수술 전후의 뇌전증에 연관된 요인

서론: 수막종은 비교적 흔한 뇌종양으로 전체 두개내 종양의 20% 가량을

차지한다. 두개내 수막종 환자에서 발작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신경학적 증상이다.

저자는 수막종 환자에서 수술 전후의 발작을 일으키는 연관 인자들을 조사하여

불필요한 항뇌전증제의 투약을 줄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2006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강남세브란스 병원에서 천막위

수막종 수술을 시행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의무기록, 뇌영상, 뇌파검사기록,

발작의 특성, 절제 범위, 병리소견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총 307명의 환자가 포함되었고 이중 58명(18.9%)의 환자가 수술 전후

발작을 하였으며 이중35명(11.4%)은 수술 전 증상으로 발작을 하였고

40명(13.0%)의 환자는 수술 후에 발작을 보였다.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고 수술 전후의 발작과 연관된 독립적인 위험인자는 종양근처

부종(OR=2.299; 95% CI, 1.174-4.505, p=0.015)과 종양의 크기(OR=1.020; 95% 

CI, 1.002-1.039, p=0.030)였다. 급성 증상성 발작은 이전의 뇌 병변의

과거력(OR=6.211; 95% CI, 1.130-34.483, p=0.036)과 뇌신경 증상(OR=4.348; 

95% CI, 1.143-16.393, p=0.031)이 연관되었고, 지연성 발작의 경우 종양의

크기(OR=1.046; 95% CI, 1.018-1.074, p=0.001)와만 연관성을 보였다.

결론: 본 연구에서 수술 전후 발작의 가장 큰 위험인자는 종양근처 부종과

크기였으며 향후 뇌전증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지연성 발작은 종양의

크기만이 연관되었다. 수막종 환자에게 예방적 항뇌전증제는 권장되지 않으나

종양의 크기가 큰 환자에서 선택적으로 고려할 수 있겠다.

핵심 되는 말 : 수막종, 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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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위 수막종 수술 전후의 뇌전증에 연관된 요인

<지도교수 김원주>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한결

Ⅰ. 서론

수막종(meningioma)은 전체 뇌종양의 20%가량을 차지하는 비교적 흔한 뇌종양이다.1

수막종 환자의 10-50%가량은 처음 보이는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발작이다.1,2

항뇌전증제로 조절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몇몇 환자들은 2 가지이상의 항뇌전증제를

사용하여도 조절이 되지 않는다. 수막종 절제수술을 한 뒤 발작은 약 62.7%가량의

환자에서만 완치된다고 알려져 있다. 반면 앞서 발작이 없던 수막종 환자에게서 수막종

절제 수술을 시행한 이후 새롭게 발작이 생기는 경우가 20%가량이 되며 이중

2/3 가량은 수술 후 48 시간 이내에 발생한다.1 수막종은 뇌실질 바깥의 종양으로 그

자체가 뇌전증을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현재까지 수막종에 의한 뇌전증 발생기전은

뇌전증 병소가 되는 피질에 종괴효과, 뇌부종으로 인한 산/염기 불균형, 신경전달물질

통로의 교란 등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병태생리는 알 수 없다.2

이전 연구들에 따르면 이전에 발작의 과거력이 없는 환자에서 수막종 절제술 이후

예방적 항뇌전증제의 사용은 추천되지 않으나 현재 많은 기관에서 경험적으로 예방적

항뇌전증제를 투여하고 있다.3 이런 항뇌전증제의 사용은 약 자체의 부작용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수술 이후 발작의 빈도가 낮지 않고, 

발작의 사회적 측면으로 보았을 때 주치의들이 이를 외면하기는 어렵다. 

천막위 수막종 환자에서 발작이 빈번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발작을 일으키는

요인들에 대하여 정립된 바 없다. 이전 연구들에 따르면 혈관성 부종의 유무, 종양의

크기, 수술의 범위, 두통의 여부, 종양의 위치(나비능선, 대뇌낫), 남성 등에서 발작의

빈도가 더 높았다.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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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전의 연구들은 주로 단변량 분석에 그쳤고 변수들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일례로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두통의 경우 역시 종괴의 크기가

크거나 부종이 있는 경우 더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이전 대부분의 연구에서 일차적 목표였던 발작의 발생여부 혹은 조절여부뿐만

아니라 발작의 형태, 항뇌전증제의 종류 등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을 통해 수막종과

뇌전증과의 관계에 대하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재료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2006 년 7 월부터 2015 년 9 월까지 입원하여 천막위 수막종

절제 수술을 시행한 18 세 이상의 성인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의무기록을 기본으로 하여

자료수집을 하였다. 수막종 발견이전 다른 원인으로 인한 뇌전증으로 치료받던 환자는

제외하였으며 천막아래 수막종의 경우 뇌전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현저하게 적어

제외하였다.1

2. 방법

환자의 의무기록을 분석하여 과거력과 두통, 오심, 현훈, 실조, 발작 등의 신경학적

증상여부를 기록하였다. 또한 발작이 있던 환자에서 발작의 형태와 양상, 발생한 시간을

기록하였으며 항뇌전증제의 종류 및 용량, 병합요법사용 여부와 뇌파검사를 시행한 경우

검사소견을 기록하였다. 뇌파검사는 뇌전증모양방전(epileptiform discharge)이 관찰된

경우와 국소 기능이상 및 광범위 기능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발작이 수막종 발견 이전에

있었던 경우와 수술 이후 발작이 발생한 경우를 구분하였고 수술 이후 발생하였을

경우에 수술 후 14 일 이내에 발생하였을 때는 급성 증상성 발작(acute symptomatic 

seizure)으로 14 일 이후에 발생하였을 경우 지연성 발작(delayed seizure)으로

정의하였다.

뇌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e; MRI)은 1.5-T 또는 3.0T MRI 기기를

사용하여 뇌영상검사를 진행하였다. 수술 이전 시행한 뇌 자기공명영상을 분석하여

종양의 위치를 대뇌낫(falx), 대뇌볼록(convexity), 나비능선(sphenoid ridge), 

후각고랑(olfactory groove), 안장위(suprasellar)로 구분하였으며 대뇌의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으로 위치를 다르게 구분하였다. 뇌 자기공명영상의 T1 Gadolinium 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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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사진에서 가장 큰 지름을 종양의 크기로 정하였으며 종양주변 부종의 유무, 정맥동

침범 여부 및 수술 이후에 보조요법으로 색전술 시행여부를 기록하였다. 

수술 당시 절제의 범위를 Simpson criteria 를 이용하여 Grade I 부터 V 까지로

구분하였다. Simpson grade I 은 육안적으로 종양의 완전한 절제와 부착된 경막 및

이상부위의 뼈, 정맥동의 절제까지 시행한 것을 말한다, Simpson grade II 는 육안적

완전절제와 인접 경막의 응고술을 시행한 경우이며, Simpson grade III 는 완전 절제만

시행한 것을 말하며 Simpson grade IV 는 부분절제, Simpson grade V 는 단순 감압만을

한 경우이다.9

수술 검체의 병리학적 소견을 이행성(transitional), 수막세포성(meningothelial), 

섬유성(fibrous), 소낭성(microcystic), 모래종성(psammomatous),

림프형질세포성(lymphoplasmacyte-rich), 분비성(secretory), 투명세포성(clear cell), 

혈관종성(angiomatous), 비정형(atypical), 역형성(anaplastic), 미상 등으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또한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classification 을 이용하여 이행성,

수막세포성, 섬유성, 소낭성, 모래종성, 림프형질세포성, 분비성, 투명세포성, 혈관종성은

WHO grade I, 비정형 수막종은 WHO grade II, 역형성의 경우 WHO grade III 로

구분하였다.10,11

3. 통계 분석

두 집단의 이분형 변수들은 카이제곱검정, 연속형 변수들을 비교할 때에는 독립검정

t-검정 및 분산분석을 하여 검정을 시행하였고 수술 전, 수술 후의 발작의 발생뿐만

아니라 발작의 조절여부, 발작의 특성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IBM® SPSS Statistics V23.0.0 을 통해 통계처리를

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p 값 0.05 이하로 하였다.

Ⅲ. 결과

1. 인구학적 특성

총 307 명의 천막위 수막종 환자가 연구에 포함되었고 남성이 84 명(27.4%), 여성이

223 명(72.6%)으로 여성이 많았다. 나이는 22 세부터 82 세까지 분포하였으며 전체 환자

나이의 중앙값은 56 세, 평균은 54.65 세, 표준편차는 11.9 였다. 연령과 성별분포는

기존 연구들과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수막종 발견 이전 뇌손상이 있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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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명(4.6%)로 뇌졸중이 가장 많았으며 외상뇌손상이 그 다음이었고 수술 이전

색전술을 시행한 환자는 57 명(18.6%)였다.

수술 전후로 발작을 보인 환자는 총 58 명(18.9%)이며 40 명(69.0%)이 전신발작을

하였으며 18 명(31.0%)이 부분발작을 보였다. 뇌전증 지속상태에까지 진행된 환자는

5 명이었다. 35 명(11.4%)이 수술 전 증상으로 발작을 하였고 40 명(13.0%)의 환자는

수술 후에도 발작을 보였다. 35 명의 수술 전 발작환자에서 17 명(48.6%)은 수술 후에도

발작이 지속되었으며 이중 8 명(22.9%)은 지연성 발작이 지속되어 항뇌전증제를 계속

복용하였다. 급성 증상성 발작을 보인 경우는 10 명(3.3%)이었으며 지연성 발작을 보인

경우는 13 명(4.2%)이었다. 3 명의 환자를 제외한 304 명(99%)의 환자가 수술 이후

예방적으로 항뇌전증제를 복용하였다. 이중 총 33 명(10.7%)의 환자에서 뇌파검사를

실시하였고 11 명의 환자에서 뇌전증모양방전이 관찰되었고 국소 기능이상이 7 명, 

광범위 기능이상은 2 명에서 관찰되었다.

2. 발작의 위험인자

발작이 있던 환자와 발작이 없는 환자를 나누어 변수들을 단변량 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두 군간의 차이가 보인 항목은 두통(p=0.037), 종양주변 부종의 유무(p<0.001) 및

종양의 크기(p=0.001)로 나타났다(Table 1). 이들을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을 하였을 때 종양주변 부종의 유무(Odds ratio; OR=2.299; 95% Confidence 

interval; CI, 1.174-4.505, p=0.015)와 종양의 크기(OR=1.020; 95% CI, 1.002-1.039, 

p=0.030)가 의미 있는 결과를 보였다. 이외 종양의 수술범위, 병리결과, 위치, 

국소신경학적 증상, 나이, 성별과의 연관성은 적었다.

수술 전 수막종의 증상으로 발작을 보였던 환자 군에서는 운동 증상 (OR=0.094; 95% 

CI; 0.012-0.724, p=0.023), 뇌신경 증상(OR=0.125, 95% CI; 0.016-0.958, p=0.045)이

있는 경우 발작의 가능성이 낮았고, 종양주변 부종(OR=3.145; 95% CI; 1.416-6.993, 

p=0.005)이 있는 경우 발작의 가능성이 높았다. 수술 후 발작을 보인 환자에서는 이전

뇌손상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OR=3.937; 95% CI; 1.089-14.286, p=0.037)와 종양주변

부종(OR=3.597; 95% CI; 1.684-7.692, p=0.001)이 있는 경우 발작이 더 잘 일어났다.

이를 급성 증상성 발작과 지연성 발작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급성 증상성 발작의

경우에는 이전의 뇌손상의 과거력(OR=6.211; 95% CI; 1.130-34.483, p=0.036)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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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erioperative seizure group and no seizure group. 

Perioperative 

seizure (n=58)

No seizure 

(n=249)

p-

value

Age (years±SD) 53.98 (±13.118) 54.80(±11.673) 0.638

Female (%) 37 (63.8) 187 (75.1) 0.120

Previous brain insults (%) 4 (6.9) 10 (4.0) 0.345

Preoperative embolization (%) 13 (22.4) 44 (17.7) 0.404

Headache (%) 13 (22.4) 90 (35.7) 0.037

Dizziness (%) 4 (6.9) 34 (13.7) 0.094

Motor symptoms (%) 6 (10.3) 36 (14.5) 0.413

Sensory symptoms (%) 2 (3.4) 12 (5.2) 0.574

Cranial neuropathy (%) 8 (13.8) 37 (14.9) 0.837

Cognitive impairment (%) 4 (6.9) 11 (4.4) 0.432

Tumor size (mm±SD) 44.47(±17.131) 35.76(±16.755) 0.001

Peritumoral edema (%) 40 (69.0) 108 (43.4) 0.000

Sinus invasion (%) 4 (6.9) 27 (10.8) 0.371

Simpson grade

(%)

I 31 (53.4) 129 (51.8) 0.902

II 16 (27.6) 73 (29.3)

III 8 (13.8) 34 (13.7)

IV 3 (5.2) 13 (5.2)

WHO 

classification

(%)

1 48 (84.2) 217 (89.7) 0.303

2 9 (15.8) 24 (9.9)

3 0 (0.0) 1 (0.4)

Location (%) Falx 14 (24.1) 49 (19.7) 0.077

Convexity 29 (50.0) 109 (43.8)

Sphenoid ridge 10 (17.2) 53 (21.3)

Olfactory groove 3 (5.2) 10 (4.0)

Suprasellar 2 (3.4) 28 (11.2)

Lobe (%) Frontal 36 (62.1) 133 (53.4) 0.559

Parietal 2 (3.4) 33 (13.3)

Temporal 18 (31.0) 72 (28.9)

Occipital 2 (3.4) 11 (4.4)

Pathology (%) Transitional 15 (25.9) 71 (29.3) 0.275

Meningothelial 18 (31.0) 86 (24.5)

Fibrous 7 (12.1) 40 (16.1)

Microcystic 4 (6.9) 4 (1.6)

Psammomatous 1 (1.7) 10 (4.0)

Secretory 0 (0.0) 2 (0.8)

Angiomatous 5 (8.6) 3 (1.2)

Clear cell 0 (0.0) 3 (1.2)

Lymphoplasmacyte-

rich

1 (1.7) 1 (2.8)

Anaplastic 0 (0.0) 1 (2.8)

Atypical 0 (0.0) 1 (2.8)

Unknown 1 (1.7) 7 (2.8)

Abbreviations: SD=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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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신경 증상(OR=4.348; 95% CI; 1.143-16.393, p=0.031)이 있는 경우 발작의 빈도가

높았고 지연성 발작의 경우 종양의 크기(OR=1.046; 95% CI; 1.018-1.074, p=0.001)가

발작의 빈도를 높였다 (Table 2).

Table 2. Positive results of factors associated with perioperative, preoperative, 

postoperative, acute symptomatic and delayed seizure by multivariate analysis

Perioperative seizure OR 95% CI p-value

Peritumoral edema 2.299 1.174-4.505 0.015

Tumor size 1.020 1.002-1.039 0.030

Preoperative seizure

Motor symptom 0.094 0.012-0.724 0.023

Cranial neuropathy 0.125 0.016-0.958 0.045

Peritumoral edema 3.145 1.416-6.993 0.005

Postoperative seizure

Previous brain insults 3.937 1.089-14.286 0.037

Peritumoral edema 3.597 1.684-7.692 0.001

Acute symptomatic seizure

Cranial neuropathy 4.348 1.143-16.393 0.031

Previous brain insults 6.211 1.130-34.483 0.036

Delayed seizure

Tumor size 1.046 1.018-1.074 0.001

Abbreviations: OR=Odds Ratio; CI=Confidence Interval

3. 뇌파

뇌파를 시행한 군(33 명)에서 뇌파의 이상소견과 발작의 특성과 연관성을 보인 결과는

없었다. 다만 발작의 기간만이 뇌파의 이상과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향성만을

가졌다 (p=0.052).

Ⅳ. 고찰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서 수막종 만을 대상으로 뇌전증의 발생 및 위험인자에 대한 첫

연구이다. 이전 대한민국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2007 년 한차례 보고된 바 있으나

대상 수가 적고 수막종에 한정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12

본 연구에서는 종양주변 부종이 있거나 종양의 크기가 커질수록 수술 전후 발작의

빈도를 높이는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작용하였다. 이전 연구들에서 종양의 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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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질수록 종양주변 부종을 늘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던 것과 대조되는 결과이다.5

수술 전 발작의 경우 종양주변 부종과 운동 증상 및 뇌신경 증상이 있던 경우 발작의

빈도가 작았는데 종양주변 부종은 이전연구들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가장 지속적인

위험인자로 작용하였고 운동 증상 및 뇌신경 증상의 경우 국소 뇌증상이 있어 수막종의

발견이 빨라 발작이 발생될 이전에 치료를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있겠다.

급성 증상성 발작의 경우 과거 뇌손상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와 뇌신경 증상이 있는

경우 빈도가 높았다. 과거 뇌손상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종양 절제술을 통해 국소

뇌손상 부위의 발작 역치를 낮춰 일시적인 급성 증상성 발작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13 뇌신경 증상의 경우 주로 뇌간 근처 종양일 가능성이 높기에 수술 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뇌 피질의 자극으로 급성 증상성 발작의 빈도가 높아 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전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Lieu 등 1 의 연구에는 222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대뇌볼록에 위치한 종양과 심한 종양주변 부종이 있는 경우 수술 전 발작의 빈도를

높인다고 밝혔고 수술 전 심한 부종의 증거가 있거나 수술실에서 심한 부종을 확인한

경우 수술 후 발작의 빈도를 높인다고 하였다. Rothoerl 등 8 의 연구에서는 수술 후

비정상 뇌파를 보인 경우 수술 전 발작의 빈도가 높았다고 하나 수술 전과 후의 뇌파

모두 수술 후 발작의 빈도와는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우성 반구의 병변에서

수술 후 발작과 연관이 있었으며 수술 후 두통이 있는 환자에서 발작의 빈도가 낮았다.

Chaichana 등 5 의 연구는 이전까지 시행된 가장 많은 수가 포함된 다변량 분석연구로

626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술 전 환자군에서 Karnofsky 수행

점수가 80 점 이하이거나, 두통이 없거나, 혈관성 부종이 있는 경우 독립적으로 발작의

위험인자로 보였다. 수술 후 발작과는 수술 전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발작, 시상동 주변

수막종(parasagittal meningioma), 나비능선 수막종이 위험인자로 독립적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이 수술 전후 발작과 연관된 인자들은 부종의 유무 이외에는

결과들이 이질적이었다.

본 연구에서 뇌파검사와 발작과의 유의미한 연관성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이는 모두

추가 전극을 부착하지 않은 두피뇌파검사였으며 또한 뇌파검사를 시행한 환자의 수가

적었다. Fang 등 14 이 시행한 연구에서는 91 명의 발작을 증상으로 온 수막종 환자에서

절제 전후로 피질뇌파검사를 시행하였다. 수술 전후로 뇌전증모양방전이 증가한 경우

수술 후 조기 발작의 빈도가 높았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두피뇌파는 피질뇌파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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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민감도가 떨어져 유의한 결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피질뇌파검사를 모든 환자에게 시행하는 것은 진료현장에 적용하기엔 한계점이 따른다.

현재까지 예방적 항뇌전증제의 투약의 효과는 고위험 두부 외상에서 급성기 1 주일에

한해서 사용에서만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뇌종양에서 투여는 증거가 없다.15,16 그러나 본

연구에서 거의 모든 환자에게 예방적 항뇌전증제가 투여되었다. Komotar 등 3 이 시행한

메타분석연구에서 1979 년부터 2011 년까지 수막종 환자에서 예방적 항뇌전증제의

투여는 발작의 재발 및 사망률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고 수술의 절제 범위와도

연관이 없었다. 또한 수술 후 발작의 시기로 구분한 환자들 사이에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모든 수막종 수술 환자에게 예방적 항뇌전증제의 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

다만, 치료의 대상이 되는 지연성 발작의 경우 뇌전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항뇌전증제의 지속투여가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지연성 발작의 위험인자로

종양의 크기만이 연관성을 보였다. 종양의 크기가 큰 환자에게만 선택적으로

항뇌전증제를 투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으며 추후 종양의 크기와 발작의 재발에

대한 정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로 기록된 의무기록에 기초하여 진행하여야 하여 기록의 신뢰성

및 치료의 통일성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경련을 보였던 환자들이 모두 뇌파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던 것 역시 한계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내원하였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음에도 단일 기관에서 진행된 연구로 대상자 수가 많지 않으며

긴 기간 동안 수술의 기술이 발전하고 치료성적이 좋아지는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는 짧은 기간 동안의 다기관 전향적 연구로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수막종에서 발작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를 조사한 다변량 분석 연구로 수술

전후 발작의 가장 큰 위험인자는 종양근처 부종과 크기였으며 향후 뇌전증으로 진행되었

다고 볼 수 있는 지연성 발작은 종양의 크기만이 연관되었다. 경련이 없었던 수막종환자

에게 예방적 항뇌전증제는 권장되지 않으나 종양의 크기가 큰 환자에서 선택적으로 고려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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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associated with perioperative epilepsy of supratentorial meningi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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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Meningioma is common brain tumor, occupying about 20% of 

whole intracranial tumor. Seizure is common neurologic manifestation of 

intracranial meningioma. We investigate associative factors with perioperative 

seizure, thereby reducing abuse of antiepileptic drugs.

Material and methods: Adult patients who were admitted to the Gangnam 

Severance Hospital with supratentorial meningioma and had been operated 

between July 1st 2006 and September 30th 2015 were eligible for this study. 

Clinical records, imaging findings, EEG findings, seizure semiology, resection 

range and pathologic type were reviewed by retrospective manner. 

Results: Total of 307 supratentorial meningioma patients received 

craniectomy and tumor removal operation. 58 (18.9%) patients presented 

perioperative seizure, including 35 (11.4%) preoperative seizure patients and 

40 (13.0%) postoperative seizure patients. In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peritumoral edema (OR=2.299; 95% CI, 1.174-4.505, p=0.015) and 

tumor size (OR=1.020; 95% CI, 1.002-1.039, p=0.030) were associated with 

presence of seizure. Acute symptomatic seizure was affected by previous 

brain insults (OR=6.211; 95% CI, 1.130-34.483, p=0.036) and cranial 

neuropathy (OR=4.348; 95% CI, 1.143-16.393, p=0.031). Delayed seizure was 

influenced by tumor size (OR=1.046; 95% CI, 1.018-1.074, p=0.001).

Conclusion: In preoperative seizure, tumor size and peritumoral edema are 

powerful predictive factors excluding compounding effect. In delayed seizure, 

considered epilepsy, tumor size is the only predictive factor. Prophylactic 

antiepileptic drugs are not recommended in meningioma patients, however, a 

patient with large size of meningioma will be considered to administrate 

prophylactic antiepileptic dru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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