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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tion of medical intractability is primarily essential for planning a surgical treatment of 

epilepsy. Questions regarding intractability include the optimum duration of adequate antiepileptic drug 
(AED) treatment and the tolerable seizure frequency. Unfortunately, there is no established guideline for 
determination of medical intractability in terms of the duration or the tolerability of AED resistance. In 
temporal lobe epilepsy (TLE) with mesial temporal sclerosis (MTS), a well-known surgically remediable 
epileptic syndrome, the investigation of relationship between short-term and long-term AED response may 
help us finding a way to solve the above questions. ：From 2 epilepsy centers, 86 patients with TLE 
demonstrating MTS on MRI were evaluated. All of them were on AED treatment for at least 2 years. We 
investigated seizure free rate for 1st 1 year, for next 1 year and that for two years. We compared seizure 
number of 1st 1 year with that of 2nd 1 year and analyzed correlation coefficiency between seizure numbers 
of the two periods. Paired-t-test and Pearson correlation test were performed for statistical analysis. 

：Two year terminal remission rate was 3.5%. Remission rate for the 1st 1 year was 4.7% whereas in 
the 2nd 1 year it rose to 16.3%. Mean seizure number of 1st one year was 34.9 (±48.1) and that of next one 
year was 27.0 (±45.5). Mean paired differences between seizure numbers of the two periods was 7.95 (±
28.60)(95% confidence interval：1.82-14.09)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12).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cy was 0.815 between seizure numbers of the two periods (p≤0.01). ：In TLE with MTS, 
seizure free outcome was very poor. However, seizure-free rate rose and seizure number declined as AED 
treatment duration was prolonged for 2 years. Seizure number of 1st year may predict that of 2nd year. To 
establish an appropriate index time for considering medical intractability, further studies on longer-term 
outcome by AED treatment should be recommended in addition to studies on adequate tolerability of AED 
resistance.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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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측두경화를 동반한 측두엽 간질은 항 간질약제(AED) 

치료에 효과가 없는 난치성일지라도 수술로써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이는 간질 증후군으로 잘 알려져 있다.1) 그렇지

만 간질을 수술로써 치료하고자 하는 경우 몇가지 유의해

야 할 점들이 있다. 그 중 첫 번째로 확인하여야만 하는 

것이 수술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는 환자의 간질이 약물에 

난치성인지 여부이다.2)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약물 난치성

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2)3) 특히 얼마 

동안의 AED 치료기간 후 어느 정도의 발작 빈도 이상이

어야 약물 난치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평가 

요인들에 대한 기준조차도 정해진 바가 없다. 따라서 약

물 난치성의 정의는 AED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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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수술치료에 대한 연구들에 이르기까지 연구 목적이나 

방법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설정되어 이용되어 오고 있

을 뿐 아직까지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적정 기준에 대

한 지침이 없다.4) 그 이유는 약물 난치성 간질로 판정을 

하려는 목적의 대부분이 수술 치료가 차선책이 될 수 있

는가를 결정하기 위함이라는 합목적성 때문이라고 여겨진

다. 특히 어느 정도의 발작 빈도가 환자에게서 견딜만한

가에 대한 기준은 환자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밖

에 없다.2) 

간질의 AED 치료시 최종관해(terminal remission) 여

부는 간질 진단 후 혹은 AED 치료 2년 이내에 결정된다

고 알려져 있다.5) 또한 AED 치료시작 후 1∼2년의 단기

간의 예후는 4∼5년 후의 장기간 예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6) 한편 난치성 부분성 간질의 발작 

횟수에 대한 한 통계학적 분석 연구에서는 발작 횟수의 

시간적 형태 중에서 시간 추세(time trend)가 가장 흔하며 

특히 발작 빈도가 증가하는 형태가 더욱 많다고 한다.7) 

따라서 AED 치료 시작 후 2년째를 만성 간질로의 이행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이다. 한편 측두엽 간질에서 첫 1∼2년 간의 AED 치료

예후는 매우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8) 특히 해마경

화가 동반된 경우는 발작의 병리기전인 해마경화가 단기

간에도 진행성 경과를 나타내기9) 때문에 다른 부분성 간

질 증후군에 비해 좀더 조기에 약물 난치성의 판단이 가

능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내측두경화가 동반된 측두엽 간

질환자들에서 첫 1년간의 AED 치료 반응이 다음 1년

간의 치료 반응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첫 

1년간의 치료반응이 다음 1년간의 치료반응을 예측할 정

도로 강한 연관성을 보인다면 약물 난치성으로 결정하

는 시점이 AED 치료 시작 후 1년으로 단축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MRI 검사상 내측두경화가 동반된 측두엽 간

질 환자들에서 AED 치료 후 첫 1년간의 발작 빈도와 다

음 1년 동안의 발작빈도간에 어떠한 상관 관계가 있는지

에 대하여 분석하여 만성 치료 불응성 간질로의 이행 여

부를 결정하는 시점의 단축이 가능한지를 조사해 보고자 

한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간질센터와 아주대 병원 신경과에 

내원 하였던 환자들 중 MRI 상 내측두경화(mesial tem-

poral sclerosis：이하 MTS)를 동반한 측두엽 간질로10) 

진단된 86명의 환자들이 연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모두 

새로 의뢰된 환자들로서 1명만이 초진된 경우이었다. 환

자 모두 2년 이상 적합한 AED 치료를 받았으며 약의 용

량은 환자의 체중에 적정량으로 정해졌으나 재발이 계속

되는 경우 환자가 부작용을 느끼기 시작할 때까지 증량 

되었다. MRI 상 MTS 이외의 병리소견을 보이거나 발작

의 특성상 국소화가 불가능한 경우 혹은 치료순응도가 낮

거나 견디지 못할 정도의 AED 부작용을 나타내는 경우 

등은 제외되었다. 

MRI는(1.5 Tesla, GE)3-dimensional fast gradient 

acquisition 기법과 fast spin-echo기법 등으로 T-2 강

조영상, T-1 강조영상 및 T-1 Inversion Recovery 

영상 등을 해마의 종축을 기준으로 직각의 평면으로 절편

화하여 만들었다. MRI상의 MTS 진단은 시각진단으로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및 신경과 전문의에 의하여 시행되

었다. 

환자들의 평균 연령은 31.8세(16∼56세)이었고 남자가 

44명 여자가 42명이었다. 평균 간질 이환 기간은 17.1년

(2∼35년) 이었으며 평균 초발 연령은 14.8세(1∼38세) 

이었다. 선행된 뇌 손상으로서 두부 외상이 2명, 뇌 및 

뇌수막 염이 14명, 열성 경련이 30명으로 나타났다. 새로 

의뢰되기 전 및 치료 시작 전의 연간 평균 발작 빈도는 

77.0(1∼1081) 이었으며 부분성 발작만 있는 경우가 24

명(27.9%), 일차성이나 이차성 여부를 감별할 수 없는 전

신성 경련성 발작 9명(10.5%), 이차성 전신성 경련성 발

작 53명(61.6%)으로 나타났다. AED 단독요법은 27명

(31.4%), 병용요법은 59명(68.6%)에서 시행되었고 기

존의 약제가 57명(66.3%)에서 신약 병용요법이 28명

에서 시행되었다. 약제 부작용은 44명(51.2%)에서 나타

났다. 
 

환자들의 간질환자 증례 기록부로부터 진단 및 치료시

작 후 2년간의 AED 치료반응(최종 관해율6) 및 발작횟

수의 변화)에 대한 자료 및 간질의 특성들에 대한 자료 

등이 수집되었다. 우선 첫 1년, 다음 1년 및 2년 동안의 

관해율이 측정되었다. 다음으로 첫 일년간의 발작 횟수와 

다음 일년간의 발작 횟수간의 차이에 대한 비교 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이 시행되었다. 각 치료 기간별 발작 횟수

간의 비교 분석을 위해 paired-t-test가 이용되었으며 각 

치료 기간별 발작 횟수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Pea-

rson correlation test가 이용되었다. 



 
 
 
 
 

 

/ /  

 

 

첫 일년동안의 최종 관해율은 4.7%(4/86), 다음 일년 

동안의 관해율은 16.3(14/86)이고 2년간의 최종 관해율

은 3.5%(3/86)이었다(Table 1). 첫 일년간 치료 중 평

균 발작 횟수는 34.9(±48.1) 다음 일년간의 평균 발작 

횟수는 27.0(±45.5)이었으며 환자당 두 기간간의 발작 

횟수의 차이 평균(mean paired differences)은 7.95(±

28.60)(95% 신뢰구간：1.82∼14.09)로서 두 기간의 

발작 횟수간의 유의할 만한 차이를 보였다(p＝0.012, 

Table 2). 두 기간의 발작 횟수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

관계수가 0.815로서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p≤0.01, 

Table 3). 

 

 

내측두경화를 동반한 측두엽 간질은 수술 치료에 의해 

호전될 수 있는 간질 증후군으로 인정되어 오고 있다.1) 

복합 부분 발작을 나타내는 부분성 간질이나 측두엽 간질

에서 AED에 의한 2∼3년 관해율은 4∼40%으로 매우 

다양8)11)13)하지만 그 연구들 중에서도 엄격한 진단 기준

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2년 최종 관해율이 4%에 지나지 

않는 불량한 예후의 간질 증후군으로 나타났다.8) 그리고 

부분성 간질에 동반된 해마경화는 1년 후 추시 MRI 검

사상 약 4분의 1에서 더욱 진행된 양상을 나타냄9)을 볼 

때에 내측두엽 간질에 동반된 해마경화는 진행성 병변이

라고 여겨진다. 내측두엽 간질의 병리기질(pathologic su-

bstrate)로 알려진 해마경화가 시간경과에 따라 점점 심

해진다는 것은 간질의 병리기전이 더욱 진행하여 점차 약

물 난치성으로 진행됨을 의미한다. 하지만 새로 의뢰되어 

진찰실에 내원한 간질 환자들 중 발작의 특성, 뇌파검사 

및 MRI 검사 소견상 내측두경화를 동반한 측두엽 간질로 

진단되어 약물 치료에 불응성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에서도 수술치료를 먼저 선택하기보다는 우선 AED 치료

를 시작하여야만 하는 것이 현 실정이다.2) 따라서 치료를 

어떻게 시작하고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가 큰 문제점으

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더우기 부작용이 나타날 정도의 

AED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재발하는 경우 얼마 

동안 더 치료를 하여야만 약물 난치성이라고 결정 할 것

인가가 특히 문제시 될 것이다. 약물 난치성이라고 판단

하는 기간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체계적인 연

구는 아직까지 없었지만 장기간 AED 치료 예후나 수술 

치료 결과에 대한 연구들2-4)11)14-19)에서 보면 대체로 2년 

정도의 치료기간을 약물 난치성으로 설정하려는 경향이 있

다. 이러한 기준은 아마도 앞서 언급하였듯이 간질의 장

기간 예후가 AED 치료 후 첫 1년이나 2년간의 예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5)6)에서 비롯된 것이

라고 여겨진다. 

앞서 언급한 난치성 부분성 간질의 발작 횟수에 대한 한 

통계학적 분석 연구에7) 따르면 발작 횟수의 형태는 시간 

추세(time trends), 군집화(clustering), 주기성(cyclicity), 

과잉분산(overdispersion) 등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 중 

시간 추세가 흔하게 나타나며 그 중에서 감소 추세보다는 

증가 추세가 더욱 흔하다고 한다. 한편 군집성 중에서 역

시 이전의 발작 빈도에 비해 증가됨을 보이는 형태가 가

장 흔하다. 따라서 AED 치료 시작 1년간의 발작 횟수와 

다음 1년간의 치료 중의 발작 횟수간의 연관성의 형태도 

마찬가지이리라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측두엽 간질

의 단기간 예후(1∼2년 관해율)가 다른 부분성 간질 증

후군의 예후 보다 훨씬 불량하다는 점이나 해마경화를 동

반한 측두엽 간질의 단기간 예후는 더욱 불량하다는 연구 

결과를20) 인정한다면 AED 치료 시작 후 1년간의 치료반

응에 따라 치료 불응성 혹은 약물 난치성 가능성을 좀더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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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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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제시해 볼 수 있

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AED 치료 

시작 후 첫 1년간 발작 횟수와 다음 1년간의 치료 중 발

작 횟수간에 어떠한 상관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 분석하여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내측

두경화가 동반된 측두엽 간질의 AED 치료 예후는 매우 

불량하며 특히 최종 관해율은 치료 시작 후 2년간 3% 정

도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치료시작 1년이 지난 다음 

1년간의 관해율은 16.3%로서 오히려 첫 일년간의 관해율

에 비해 훨씬 높다. 둘째, 첫 1년간의 발작 횟수보다 다

음 1년간의 발작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셋째, 첫 

1년간의 발작 횟수와 다음 1년간의 발작 횟수간에 상관

성은 매우 높다. 즉 내측두경화가 동반된 측두엽 간질에서 

AED 치료 시작 후 최종 관해율은 대단히 낮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치료반응이 좋아지는 편이며 첫 1년간의 

치료 반응은 다음 1년간의 치료 반응의 추세와 밀접한 연

관이 있다. 따라서 치료 시작 1년간의 치료반응이 2년째

의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다 하더라도 2년째에 관해

율이 증가하고 치료반응이 호전됨을 볼 때 해마경화를 동

반한 내측두엽 간질 환자에서 AED 치료 불응성 여부를 

치료 시작 후 1년만에 판단하는 것은 무리이리라 여겨진

다. 한편 어느 한정된 기간 동안 발작 횟수가 어느 정도

라야만 약물 난치성이라고 할 수 있을는지 즉 치료불응성

에 대한 인성(tolerability)은 별개의 문제이며 환자 개개

인의 사정이나 간질 증후군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어야만 

될 문제라고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비록 발작 빈도가 높더라도 1년째에 비해 

2년째에 1년 관해율이나 치료반응이 호전됨은 최근에 제

기되어 오고 있는 내측두엽 간질이 진행성 병리기전을 갖

는다는 주장들과는 상충되는 결과이다.21-23) 이는 아마도 

적절한 항간질약제 치료가 시작되어 충분한 치료효과가 

나타나기 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볼수

도 있다. 하지만 치료 시작 후 둘째 1년간의 관해율의 증

가나 발작횟수의 감소 등의 결과는 내측두엽 간질에서 발

작의 정도가 진행성임을 증명해 불수는 없다고 여겨진다. 

소아에서의 치료불응성 간질에 대한 한 연구에서는14) 치

료기간이 길어질수록 치료반응이 호전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성인에서 치료불응성 간질의 장기간 AED 치료 

예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결과는 연구방법의 측면에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2)4) 한편 수술치료 성적

이 양호하고 내측두엽 간질이 진행성이라는 한편의 주장

에 편승하여 조기 수술치료의 필요성이 거론되기도 한

다.1)11) 이러한 최근의 경향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측

두엽 간질의 AED 치료 예후에 대한 좀더 명확한 연구가 

진행되어야만 될 것이다. 그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본 연

구에서 처럼 엄격한 진단 기준이 적용되어 진단된 측두엽 

간질 환자들에서 장기간 AED 치료 예후에 관한 연구와 

내측두경화가 동반된 환자와 내측두경화가 없는 환자간의 

예후의 비교 분석 연구 등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진행성 여부에 대한 좀더 명확한 판단을 위하여 추시 연

구가 요망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내측두경화를 동반한 측두엽 

간질 환자에서 AED 치료가 시작된 후 치료 불응성 여부

에 대한 판단은 치료 후 일년만에 고려될 수는 없으며 향

후 측두엽 간질의 장기간 예후에 대한 좀더 엄격하고 명

확한 연구 결과가 수립되어야만 치료 불응성 고려 시점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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