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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s in epileptogenesis

Kon Chu, MD,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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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nostic evaluation for epilepsy 
patients

Young-Min Shon

Department of Neurology,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Korea

It is critical for patients with new-onset seizures to be undergone a prompt diagnosis and an evaluation to determine the underlying 

etiology. Diagnostic tests also help determine the epilepsy syndrome diagnosis and help determine the prognosis for future seizure 

recurrence. After a detailed history is taken from the patient and any available collateral historians, investigation with EEG and neu-

roimaging is essential to consider in the evaluation of most patients presenting with seizures. Epilepsy is a clinical diagnosis that is 

often based on medical history alone as health care providers rarely personally observe the patient’s seizure activity. EEG is the most 

important diagnostic tool that may assist in diagnosis, seizure classification, and monitoring response to treatment. Importantly, in-

dividuals with normal routine EEG recordings and recurrent seizures may be appropriate candidates for AED therapy. Video-EEG 

monitoring may be necessary to differentiate nonepileptic spells from seizures, to confirm seizure classification, and for identifying 

surgical candidates. The use of MRI protocols targeted for increasing the detection of these “invisible” lesions involves the improve-

ment of structural imaging techniques and the combination of metabolic and functional studies, including 18F-FDG-PET, ictal sin-

gle-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SPECT), diffusion MRI, and magnetic resonance spectroscopy (MRS). At this talk, we will 

discuss the the initial investigational approaches to new-onset epilepsy are considered, including neuroimaging and neurophysiologic 

investigations with interictal and ictal video-EEG. Neurologists should maintain a high index of suspicion for epilepsy when new pa-

tients occ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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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to start and How do we choose 
AED

김 상 호

동아의대 신경과 

The decision to start antiepileptic drugs (AEDs) is made once the risks of further seizures outweigh the risks of treatment such as side 

effect, drug cost etc . For patients presenting with their first unprovoked seizure,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s) have demon-

strated that compared to no or delayed treatment, AEDs reduce the risk of a second seizure, but do not alter longer term seizure 

remission. A prognostic model has been developed to identify patients at low, medium and high risk of recurrence, to further inform 

treatment decisions for first unprovoked seizure. For patients presenting with two or more seizures, treatment should be initiated if 

the seizures were of significant symptomatology, and they occurred over a period of less than 6-12 months. Selecting an AED for 

treatment of seizures is not easy because there are more than 20 AEDs used currently. Efficacy studies have provided limited 

information. For initial monotherapy of partial seizures, high-level evidence exists for the efficacy of lamotrigine, carbamazepine, ox-

carbazepine, levetiracetam, zonisamide and topiramate. For initial monotherapy of generalized seizures, level C evidence is available 

for valproate, lamotrigine, topiramate, and oxcarbazepine. For initial monotherapy of absence seizures, high level evidence exists for 

valproate, lamotrigine, and ethosuximide. All second generation AEDs have efficacy as adjunctive therapy for partial seizures. AEDs 

often have dual effect useful for comorbid conditions or have properties that should be avoided in some groups. Thus, AEDs should 

usually be selected on the basis of comorbid conditions or patient characteristics, especially for women of childbearing potential and 

older adults.

Sang Ho Kim, MD, PhD

Professor of Neurology, Dong-A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irector, Epilepsy Program, Dong-A University Hospital, Department 

of Neurology, 26 Daesingongwonro, Seo-gu, Busan 49201, Korea

Cell: 82-51-240-2962    FAX: 82-51-240-2962

E-mail: shkim1@dau.ac.kr

Starting antiepileptic drug treatment

1. General principle

항 뇌전증 약물(AED)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점은 병력과 검사를 통해 정확하게 뇌전증을 진단하는 것이

다. 이후 AED치료개시유무를 결정하고, 이후 어떤 AED가 

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AED 치료의 

장점과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약물의 부작용을 고려하여야 하

고 환자에게 해당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재발 위험, 운전. 임

신 시 경련과 기형아 출산 문제 등)을 충분히 설명한 후 치료

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1

2. When to start antiepileptic medication - the single 

unprovoked seizure

비유발성발작(unprovoked seizure)이 처음 발생했을 때 

발작재발률(seizure recurrence risk)은 연구자마다 조금씩 

다르나 40-52% 등으로 보고되어져 즉시치료(immediate 

treatment)를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어 왔

다. Early epilepsy와 single seizure에 대한 다기관 연구인 

MESS study에서 AED 치료를 즉시 하는 경우와 지연치료 하

는 경우(deferred treatment)를 비교해보니 1-2년 내의 발작 

재발은 줄이는 효과는 있으나 5년 후의 long-term remission

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하였고 삶의 질에서도 차이가 없다

고 하여 AED 치료시작시기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어졌다.2 

2014년 ILAE 태스크 포스에서 뇌전증에 대한 새로운 임상적 

진단을(operational [practical] clinical definition of epilepsy) 

제시하였다. 이전과 다른 점은 첫 번째 비유발성발작인 경우

에 추가발작을 할 가능성이 60% 이상이면 뇌전증으로 진단

한다고 하였다(일반적으로 two unprovoked seizure인 경우 

추가발작을 할 가능성이 60% 이상으로 알려져 있음).3 따라

서 뇌졸중, 뇌암, 뇌농양, 뇌염, 동정맥기형 등 구조적 이상이 

있는 경우와 뇌의 구조적 이상은 없으나 재발위험이 높은 경

우(가족력, 발작시 발작을 여러 번 하던지, 발작중첩상태, 

Todd 마비, 간질양파를 보이는 뇌파소견 등)에는 첫 번째 비

유발성발작이더라도 AED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김상호

20 2016년 대한신경과학회 춘계 전공의 통합교육

Table 1. variables that affect a specific AED’s suitability for patients for untreated epilepsy

AED-specific variables Patient-specific variables Nation-specific variables

Seizure or epilepsy syndrome Genetic background AED availability

 specific efficacy/effectiveness Gender AED cost

Dose-dependent adverse effects Age

Idiosyncratic reactions Comedications

Chronic toxicities Comorbidities

Teratogenicity Insurance coverage

Carcinogenicity Relative wealth

Pharmacokinetics Ability to swallow pills/tablets

Interaction potential

Formulations

3. Acute symptomatic and provoked seizures

뇌졸중, 감염, 외상과 같은 뇌에 급성손상으로 인한 조기

발작(early seizure)을 예방하기 위해 AED를 사용할 수 있다.  

뇌전증 예방을 위해서는 AED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4 왜냐하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AEDs 중에서 사람

에게 항뇌전증생성효과(anti-epileptogensis)를 가진 약은 거

의 없고 약물의 부작용이 거의 나타나기 때문이다. 외상성 

뇌손상이 있는 경우 첫 1주일간 발작예방에 pheytoin이 효과

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AED를 2주 이상 사용하

지 않는다. 뇌졸중 환자인 경우 조기발작이 2주 이내 일어날 

수 있으나 AED를 예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뇌출혈(ICH)

이 있는 경우 조기발작이 1일 이내 잘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

pheytoin으로 즉시 치료를 권장하고 더 이상 발작이 나타나

지 않으면 AED를 예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뇌지주막하

출혈(SAH)이 있는 경우 첫 2주 이내 환자의 20%에서 조기발

작이 나타날 수 있어 입원기간동안 pheytoin을 사용하는 것

이 원칙이고 더 이상 발작이 나타나지 않으면 한 달 이내에 

AED를 중단할 수 있다. 뇌수술 후 발작예방을 위해 1주일 정

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알콜금단증상(alcohol withdrawal)

이나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과 같은 외적인자에 유발되

는 경우는 유발 인자를 피하는 것이 치료 원칙이다.

How do we choose AED

1. General principle

현재 20개 이상의 AEDs가 있기 때문에 이 중 환자에게 적

절한 AED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약물을 선택할 때 고려

해야 할 요소들이 많다(Table 1). 환자의 발작 유형 또는 간

질 증후군, 약물의 부작용과 환자의 고유 특성(우울증, 편두

통, 통증, 비만, 출산 가능성의 여자, 고령), 싼 약가나 복용의 

편리성(하루 세 번의 복용보다는 한 번이나 두 번 복용) 들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old AED에 비해 new AED는 약가가 

비싼 반면에 약물의 상호 작용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므로 

환자의 상태에 맞게 약물을 선택하여야 한다. 처음 AED 치

료를 시작할 때 단일요법(Monotherapy)으로 저용량으로 시

작하고 천천히 증량을 하여 유지요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Monotherapy가 실패했을 때는 두 번째 AED를 목

표용량까지 증량을 하고 발작 조절이 되면 첫 번째 AED는 

점차적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그러나 발작 조절이 되지 않으

면 세 번째 AED를 목표용량까지 증량을 할 수 있고 혹은 병

용요법(polytherapy)을 할 수 있다. 약물 치료를 할 때 약물

의 효과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나타나는 부작용을 잘 관찰하

여 약물 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Comparative effectiveness studies: initial monotherapy 

새로이 진단된(newly diagnosed) 혹은 치료를 받지 않았

던(untreated epilepsy) 뇌전증 환자에 대해서 어떤 AED가 가

장 효과적인가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ILAE는 1940년부터 

2012년 3월까지 행해졌던 모든 임상연구를 분석하여 2013년

에 updated ILAE evidence review of AED efficasy and ef-

fectiveness as initial monotheraphy for epileptic seizure 

and syndromes를 발표하였다.
5
 이 연구는 2006년에 발표한 

내용을 update시켰는데 방법적으로 evidence class (1-4)와 

level of evidence (A-F)를 규정한 후 모든 임상연구를 분석

하였는데 class I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는 7개, 

class II RCT는 2개, class III RCT는 11개이라고 발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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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mmary of studies and level of evidence for each seizure type and epilepsy syndrome

Seizure type or epilepsy syndrome
Class I
studies

Class II
studies

Class III
studies

Level of efficacy and effectiveness evidence 
(in alphabeical order)

Adults with partial-onset seizures 4 1 34 Level A: CBZ,LEV,PHT,ZNS
Level B: VPA
Level C: GBP,LTG,OXC,PB,TPM,VGB
Level D: CZP,PRM

Children with partial-onset seizures 1 0 19 Level A: OXC
Level B: None
Level C: CBZ,PB,PHT,TPM,VPA,VGB
Level D: CLB,CZP,LTG,ZNS

Elderly adults with partial-onset seizures 1 1 3 Level A: GBP,LTG
Level B: None
Level C: CBZ
Level D: TPM,VPA

Adults with GTCS 0 0 27 Level A: None
Level B: None
Level C: CBZ,LTG,OXC,PB,PHT,TPM,VPA
Level D: GBP,LEV,VGB

Children with GTCS 0 0 14 Level A: None
Level B: None
Level C: CBZ,PB,PHT,TPM,VPA
Level D: OXC

Children with absence seizures 1 0 7 Level A: ESM,VPA
Level B: None
Level C: LTG
Level D: None

Benign epilepsy witn centrotempral spikes (BECTS) 0 0 3 Level A: None
Level B: None
Level C: CBZ,VPA
Level D: GBP,LEV,OXC,STM

Juvenile myoclonic epilepsy (JME) 0 0 1 Level A: None
Level B: None
Level C: None
Level D: TPM,VPA

level of evidence가 높은 것일수록(A-D) 효과가 있는 치료

법이라고 발표를 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evidence가 높은 

RCT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 할 수 있어 individual efficacy 

studies, small comparative trials, open-label comparative 

trials 등의 결과도 참조하여 약을 선택해야한다.

첫 번째 Veterans Affairs Cooperative Trials (1985)에서는 

carbamazepine (CBZ) 및 phenytoin (PHT)이 primidone (PRM)

보다 통계적으로 더 효과적이어서 그들은 CBZ와 PHT을 부

분 발작에 대한 첫 번째 선택 약물(drugs of first choice)로 

사용하자고 주장하였다.
6

두 번째 Veterans Affairs Cooperative Trials (1993)에서는 

237명의 이차성 강직 간대성 발작(secondary GTC)과 206명

의 복합부분발작(CPS) 환자들에서 CBZ과 valproate (VPA)

의 효능(efficacy)를 비교하였는데 CBZ가 복잡 부분 발작에

서 VPA보다 더 나은 효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차성 

강직 간대성 발작에서는 두 약물간의 차이가 없었고, 부작용

을 고려하면 CBZ이 VPA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7

Topiramate (TPM)를 부분 발작에서는 CBZ과 효과 비교, 

전신발작에서는 VPA와 효과 비교한 무작위 대조 비교 연구

(2003)에서는 각 군들 사이에 통계학적인 차이가 없어 결론

적으로 TPM이 CBZ과 VPA만큼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8

2007년에 발표된 SANAD 연구는 비맹검 RCT 연구로 evi-

dence class는 낮지만 대규모 임상연구인 점에서 주목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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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tiepileptic drug preferences in special circumstances

Patient Characteristics Antiepileptic Drug Preferences

Depression LTG, OXC

Migraine TPM, VPA

Chronic pain PGB, GBP, OXC, CBZ, lacosamide

Obesity TPM, ZNS, Avoid PGB, GBP, VPA

Woman of childbearing Avoid VPA

Older adult LTG, GBP, TPM

Asian Avoid CBZ

Nephrolithiasis Avoid TPM, ZNS

Atopic (rash prone) Avoid LTG, CBZ

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두 군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two 

arm: A, B), arm A에서는 partial epilepsy에서의 효과를, 

arm B 에서는 generalized and unclassified epilepsy에서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1,721명의 partial epilepsy에서는 CBZ가 

표준약(662 mg의 일일 평균 용량)으로 선택되어 그 당시에 

많이 사용되었던 네 개의 AEDs (249 mg LTG의 평균 일일 

용량, 1,496 mg의 gabapentin (GBP), 1,019 mg의 OXC, 또

는 181 mg의 TPM)와 비교하였다. LTG는 치료 실패(time to 

treatment failure)에 가장 긴 시간을 가지고 있었고, CBZ는 

time to 12-month remission에서 가장 짧은 시간이 있었다. 

저자들은 LTG가 CBZ보다 효과(effectiveness)가 더 낫다고 

하였다.
9
 716명 환자가 포함된 arm B에서 VPA가 표준약으

로 선택되었고 LTG, TPM와 effectiveness를 비교하였는데 

VPA가 LTG, TPM보다 더 낫다고 결론지었다.
10

새로이 진단된 노인뇌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LTG와 CBZ-CR

을 비교분석한 연구(2008)에서 LTG는 tolerability에서 우수

하고 CBZ는 seizure-free rate에서 우수하여 둘 다 노인뇌전

증 환자에게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11

새로이 진단된 부분발작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zonisa-

mide (ZNS)와 CBZ-CR을 비교분석한 RCT (2012)에서 ZNS

가 CBZ-CR에 비해 비열등적이라서 intial monotherapy로 유

용하다고 하였다.
12

 부분발작을 가진 성인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 New AED 중 LEV와 ZNS만이 class I or 

class II evidence를 가지고 있었다.

뇌전증 증후군에 대한 임상연구들에서 소아 소발작 환자

에서는 ESM과 VPA가 level A이었고 LTG는 level C이었다. 

Juvenile myoclonic epilepsy (JME)에서의 RCT는 거의 없는 

실정이고 TPM, VPA가 효과가 있었다. 이외에도 많은 연구

들이 있으나 지면관계상 다 소개하기는 어렵고 updated ILAE 

evidence review에서 seizure type과 epilepsy syndrome 대

한 임상연구와 level of evidence에 대한 결론은 Table 2에 

정리 하였다.

3. 환자 고유의 특성 및 항 간질 약물 특성을 고려한 AED 

선택

AED를 선택하는 데 환자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에 맞는 AED를 사용하여야 한다. 뇌전증 환자는 우울증, 

편두통, 만성 통증, 비만, 많은 동반 질환을 갖는데 한 가지 

AED로 동반 질환까지 치료할 수 있기도 하고 또한 그 동반 

질환에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다 고려해야 한

다(Table 3). 예를 들어 신장 결석의 병력이 있는 환자는 

TPM이나 ZNS을 피해야한다. 가임 여성에서는 태아에게 발

생하는 기형을 유발시키는 VPA를 피해야 한다. 뇌전증 환자

에서 우울증이 잘 동반되는데 LTG는 우울증에 효과가 있고13 

또한 VPA는 급성 조증이나 항 불안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편두통에 VPA이나 TPM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만성 신경병성 통증(당뇨병성 말초 신경염, 대

상포진 후 신경통, 삼차신경통 등)에 CBZ, OXC, gabapentin 

(GBP), pregabalin (PGB) 등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ED는 체중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TPM, ZNS

는 체중 감소를 GBP, PGB, VPA는 체중 증가를 일으키므로 

환자의 비만 정도를 고려해서 처방하여야 한다.

노인 뇌전증 환자들은 동반 질환이 많고 따라서 많은 약물

들을 복용하므로 약물 상호 작용이 많은 old AED나 인지기

능에 지장을 주는 AED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LTG, GBP, 

TPM, CBZ 등이 노인들에게 효율적인 AED로 알려져 있다.

AED를 선택하는데 있어 또한 고려해야 될 내용은 약물동

력학과 약물역동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약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간기능 저하가 있는 환자는 간에서 대사되는 AED를 

피해야 하고 신기능 저하가 있는 환자는 신장에서 주로 배설

되는 AED를 피해야 한다.

결  론

항 뇌전증 약물(AED) 치료는 뇌전증을 정확하게 진단한 

후 시작해야 한다. 최근에는 single unprovoked seizure가 

있을 때 재발작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도 뇌전증 범주에 포함

시키는 경향이므로 AED 치료를 시작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 

후 가장 적절한 AED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환자의 발작 유형 또는 간질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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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군, 약물의 부작용과 환자의 고유 특성(우울증, 편두통, 통

증, 비만, 출산 가능성의 여자, 고령), 싼 약가나 복용의 편리

성(하루 세 번의 복용보다는 한 번이나 두 번 복용), 약물동

력학과 약물역동학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AED를 선택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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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지속증의 약물치료

김 재 문

충남대학교병원 신경과

Pharmacologic treatment of status epilepticus

Jae-Moon Kim, MD, PhD

Department of Neur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aejeon, Korea

Status epilepticus(SE) is an increasingly recognized neurological issue in the clinical fields and is SE is the second-most frequent 

life-threatening neurological emergency following stroke. SE is associated with a high mortality rate that is largely contingent on the 

duration of the condition before initial treatment, the etiology of the condition, and the age of the patient. SE can be divided into 

four stages: (1) impending SE, (2) established SE, (3) refractory SE, and (4) super-refractory SE. Different therapeutic strategies are 

applied in each stages. This review focuses on the pharmacotherapy of SE and provides recent updates on this fields. Treatment of SE 

is evolving as new medications become available. Three new preparations--fosphenytoin, rectal diazepam, and parenteral val-

proate--have implications for the management of SE. However,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show that benzodiazepines should be 

the initial drug therapy in patients with SE and despite the paucity of clinical trials comparing medication regimens for acute seiz-

ures, there is broad consensus that immediate diagnosis and treatment are necessary to reduce the morbidity and mortality of this 

condition. Recent data supports midazolam and propofol may substitute phenobarbital or other long acting barbiturates to reduce 

the duration of sedation. Nonconvulsive SE is increasing as EEG monitoring is more available. In patients with persistent alteration of 

consciousness for which there is no clear etiology, physicians should be more quickly prepared to obtain EEG to identify SE. 

Physicians should rely on a standardized protocol for management of status epilepticus to improve care for this neurologic 

emergency. 

Key Words: Seizure, Epilepsy, Status epilepticus, Anticonvulsants,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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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뇌전증 지속증(status epilepticus)은 뇌졸중에 이어 두 번

째로 흔한 신경과적 응급상황이다. 뇌전증 지속증의 고전적 

정의는 ‘충분한 기간 동안 지속되거나 충분히 자주 반복되어 

고정적이고 지속적인 뇌전증 상태를 만드는 발작’이다.1 2015

년 ILAE Task Force on Classification of Status Epilepticus의 

개정된 정의에 따르면 ‘뇌전증 지속증은 발작 중단 기전 혹은 

기전 개시의 실패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긴(t1의 시간을 넘는) 

발작이 나타나는 상태’이며, ‘발작의 종류와 지속기간에 따라 

(t2의 시간 이후에는) 신경세포 사망, 신경세포 손상, 신경세

포 네트워크의 변화를 포함한 장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상태’이다.2 두 가지 정의 모두 개념적 정의로, ‘충분한 기간’ 

혹은 ‘비정상적으로 긴’ 시간(t1)과 장기 결과를 초래하는 시

간(t2)에 대한 정의는 불완전하다. 다만, 전신성 경련성 뇌전

증 지속증(generalized convulsive status epilepticus)의 경

우 현재로서는 t1은 5분, t2는 30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

련성 뇌전증 지속증은 시간 경과와 치료 반응에 따라 early 

status epilepticus (5-10분), established status epilepticus 

(10-30분), refractory status epilepticus (1차 및 2차 치료에

도 불구 발작이 지속되는 상태), super-refractory status epi-

lepticus (24시간 경과)의 네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 단

계에 따라 치료 전략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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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의 분류 

1. ILAE 기준에 따른 분류

Primary generalized Partial-onset

Primary generalized convulsive SE Secondarily GCSE

Generalized absence SE CPSE

Atypical absence SE SPSE

Generalized myoclonic SE EPC

Generalized clonic SE Rolandic SE (RSE)

Generalized tonic SE

Atonic SE

ESES

Minor SE

2. 발작의 유무에 따른 분류

Convulsive SE vs. Non-convulsive SE

3. Convusive SE의 진행에 따른 분류

Overt SE vs. Subtle SE

Table 2. SE treatment protocol

Time (minutes) Treatment

0 
적절한 진단(의식회복 없는 반복적인 경련 , 10분 이상의 지속적 경련: 병력 및 관찰), 활력징후 측정, 심전도 모니터 
신속한 뇌파검사, 단 뇌파검사와 병행하여 적절한 치료 시행

5 
정맥주사 확보 , 생리식염수 주사 , 혈액채취(혈액, 화학 , 약물농도…), 저혈당이 의심되면 혈당검사 , thiamine 100 mg 주사 후 50% 

glucose 50 mg 정주 
Lorazepam (0.1 m/Kg) IV (<2 mg/min), 1회 추가투여 가능

10-20 경련 지속되면 phenytoin (20 mg/Kg) 정맥주사 (<50 mg/min, 혈압 및 심전도)

30-40 기관지 삽관 후 경련 지속되면 , PB (20 mg/Kg) 정맥주사 (<100 mg/min) 후 PB 추가 

40-60 
midazolam 혹은 propofol 정주 혹은 pentobarbital (5-15 mg/Kg) 서서히 정주 후 0.5-5 mg/Kg/hr로 유지(EEG suppression 유지) 혈압, 

심전도, 호흡 monitor 

1. Pre-hospital treatment

빠른 일차 치료 개시를 위한 prehospital treatment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Rapid Anticonvulsant Medication Prior 

to Arrival Trial (RAMPART)에 따르면 midazolam 근주가 

lorazepam 정맥투여의 효과와 대등하였다.4 141명의 어린이

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비강내 lorazepam 투여가 lor-

azepam 정맥투여에 비해 투여 10분 이내의 발작 소실 측면

에서 열등하지 않았다.5 현재로서는 impending SE의 치료에 

있어 lorazepam 정맥투여와 midazolam 근주가 가장 효과적

인 치료로 판단되며, 병원 도착 전에 더 빠른 약물 투여가 es-

tablished SE로의 진행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2. Impending status epilepticus (Table 2, 3)

SE의 치료는 환자의 기도확보와 산소공급으로 시작한다. 

특히 SE의 경우는 호흡의 유지가 중요하다. 그 이유는 흥분

되고 대사가 증가된 뇌에 경도의 저산소증이 쉽게 뇌손상을 

야기할 수 있고 항경련제가 호흡부전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기관내 삽관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특히 ben-

zodiazepine과 barbiturate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나 마취제

가 사용되는 경우는 꼭 필요하다. 만일 경련으로 삽입이 곤

란한 경우는 short-acting muscle relaxant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눈으로 보이는 경련이 소실되었다고 하더라도 뇌파상

의 뇌전증파에 의한 신경흥분성 신경손상과 난치성 SE로의 

발전 가능성이 항상 있으므로 특히 근이완제를 사용하는 경

우는 지속적인 뇌파검사가 필요하다. SE 동안에는 여러 생리

현상들이 변화하는데 일반적으로 SE 초기에는 혈압이 오르

다가 15-30분이 경과하면 혈압이 감소하는데 이때는 뇌의 자

동성 도 상실되므로 혈압이 뇌혈류의 유일한 결정요소로 작

용한다. 따라서 혈압의 적절한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SE에서는 다양하고 많은 양의 약물투여가 불가피하여 정

맥주사 경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환자의 발작의 종류를 

파악하여야 한다. 즉, GCSE (Generalized convulsive SE)인지 

CPSE (Complex partial SE)를 포함한 NCSE (Nonconvulsive 

SE)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예후 및 치료의 응급여부를 결정하

는데 중요하다(Table 1). 또한 반복적인 발작인지 지속적인 

발작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후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실

검사와 병행하여 치료를 시작한다. 만일 기존의 뇌전증 병력

을 갖고 있는 환자라면 투약유무를 파악하여야 하며 이때 혈

액의 약물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정맥주사는 Isotonic sal-

ine으로 하며 저혈당의 가능성이 있다면 즉시 50 mL의 50% 

포도당을 주사한다. 포도당은 경험적으로 주사하며 이때는 

Wernicke뇌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thiamine (100 mg)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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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low chart for treatment of status epilepticus. Adapted from Trinka (2015)
15

Early Status Epilepticus: Stage I

Intravenous (IV) route available:
- Lorazepam 0.07 mg/kg (usually 4 mg) IV bolus (maximum rate 2 mg/kg); if necessary can be repeated once.
OR
- Diazepam 5-10 mg IV bolus (maximum rate 5 mg/min); if necessary can be repeated once up to 20 mg.
OR
- Clonazepam 1 mg IV bolus (maximum rate 0.5 mg/min); if necessary can be repeated once after 5 min.

If IV route is difficult or not possible:
- Midazolam 10 mg buccal (5 mg in the elderly or in patients \50 kg); if necessary can be repeated once after 10 min. Alternatively, use 10 mg/2 mL 

injection via buccal route.
OR
- Midazolam 10 mg intramuscularly (5 mg in the elderly or in patients \50 kg); if necessary can be repeated once after 10 min.
OR
- Diazepam 10 mg rectal (5 mg in the elderly or in patients \50 kg); if necessary can be repeated once after 10 min.

Established Status Epilepticus: Stage II

- Phenobarbital 10 mg/kg (range 10-20) IV bolus infusion at a max. rate of 100 mg/min.
OR
- Phenytoin 18 mg/kg (range 15-20) IV bolus infusion at max. rate of 50 mg/min.
OR
- Fosphenytoin 15 mg PE/kg (range 15-20) IV bolus infusion at max. rate of 100 mg PE/min.
OR
- Valproate 30 mg/kg (range 15-30) IV bolus infusion at 3-6 mg/kg/min.
OR
- Levetiracetam* 30 mg/kg (range 30-60) IV bolus infused over 10 min.
OR
- Lacosamide* 200-400 mg IV bolus infused over 3-5 min.

Refractory Status Epilepticus: Stage III

The following drugs need to be administered by a neurointensivist/experienced anaesthetist in an intensive care unit setting:
- Propofol 2 mg/kg IV bolus infusion, repeated if necessary, and then followed by a continuous infusion of 5-10 mg/kg/h initially, reducing to a dose 

sufficient to maintain a burst-suppression pattern on the EEG (usually 1-3 mg/kg/h).
OR
- Thiopental 100-250 mg IV bolus infusion giver over 20 s with further 50-mg boluses every 2-3 min until seizure control, followed by a continuous IV 

infusion at a dose sufficient to maintain a burst-suppression pattern on the EEG (usually 3-5 mg/kg/h).
OR
- Pentobarbital 5-15 mg/kg IV bolus, followed by a continuous IV infusion at a dose sufficient to maintain a burst-suppression pattern on the EEG 

(usually 0.5-3 mg/kg/h).
OR
- Midazolam 0.1-0.3 mg/kg IV bolus infusion at max. rate of 4 mg/min initially, followed by a continuous IV infusion at a dose sufficient to maintain a 

burstsuppression pattern on the EEG (usually 0.05-0.4 mg/kg/h).
After seizure control has been achieved for at least 12 h, the drug dosage should be slowly reduced over a further 12 h. If seizures recur, the anesthetic 

agent should be administered again for another 12 h, and then withdrawal attempted again. This cycle may need to be repeated every 24 h until 
achievement of seizure control.

Continuous EEG monitoring is indicated to assess level of anesthesia (burst-suppression pattern) and abolition of ictal discharges after drug withdrawal.

도당 주사와 함께 투여한다. 산소공급 후에는 기도가 잘 확

보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동맥혈검사를 시행한다. 초

기에는 산성증이나 발열, 고혈압 등에 대하여는 초기 SE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므로 보류하는 것이 좋다. CT 등

의 영상진단은 환자가 안정화된 이후에 시행하도록 한다.

EEG monitoring은 SE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이나 불가

능한 경우라면 적어도 발작이 중단되었지만 의식이 회복되

지 않는 경우 PLEDs를 포함한 모든 졸중 뇌파(ictal activity)

가 발작의 중단 후 적어도 30분 이상은 나타나지 않음을 확

인하여야 한다. 최근의 연구에서 치료로 발작이 중단된 환자

의 20%에서 뇌파상의 지속적인 뇌전증파가 관찰되었다.

Impending SE에서의 항경련제의 투여는 정맥투여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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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Super-Refractory Status Epilepticus: Stage IV

No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are available in the literature to inform about the use of any drug in the treatment of super-refractory status epilepticus.
Maintain the use of anesthetic drugs used in stage III.
Consider the use of:

- Ketamine* 1-3 mg/kg IV bolus, followed by a continuous IV infusion at a dose sufficient to maintain a burst-suppression pattern on the EEG (usually 
up to 5 mg/kg/h).

As second-line therapy [124] consider:
- Hypothermia* levels of hypothermia uncertain, usually target temperatures between 32 and 35 C continued in the first instance for 24-48 h;
- Magnesium infusion* dose of 2-6 g/h to obtain a serum level of 3.5 mmol/L;
- Pyridoxine infusion* (in young children): 180-300 mg;
- Immunologic therapy* high-dose steroids (1 g/day in adults) over 3 days and continued at lower doses (1 mg/kg/day) over 1 week; in addition, course 

of IV immunoglobulin (0.4 g/kg/day) over 5 days or plasma exchange;
- Ketogenic diet*;
- Emergency neurosurgery* (including focal resection, multiple subpial transection, corpus callosotomy, and hemispherectomy, even in combination).

As third-line therapy consider:
- Electroconvulsive therapy*;
- Cerebrospinal fluid drainage*.

*No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available in the literature to inform about the use of this drug/procedure in this stage of status epilepticus.

으로 한다. 현재까지의 항-SE 약물은 크게 benzodiazepine

이나 barbiturate로 대표되는 GABAergic drug과 phenytoin 

(PHT)과 같은 Na+-channel blocker가 주로 사용되었다. Ben-

zodiazepine은 SE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치료제로 gamma- 

aminobutyric acid (GABA)-A 수용체에 작용하여 염소 이온

의 전도를 높여 억제성 신경전달을 항진시킨다. Lorazepam, 

midazolam, clonazepam, 혹은 diazepam 정맥투여가 흔히 

사용되나 lorazepam이 일차약으로 추천되며 반복투여도 가

능하다. Lorazepam은 다른 약제에 비해 지질 용해성이 덜하

여 말초조직으로의 체내 재분비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높은 지질친화성을 보이는 diazepam과 대비된다. 이 중 국내

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정맥내 clonazepam의 경우 Alvarez 등

의 연구에서 lorazepam 정맥 투여 보다 refractory SE의 발생 

억제에 있어 효과적이었으나, 이 연구 대상군에서 lorazepam

이 최적 용량보다 적게 투여되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

한다.3 만일 lorazepam으로 SE를 효과적으로 중단시키지 못

하는 경우에는 심전도 모니터링과 병행하여 phenytoin을 20 

mg/Kg iv loading하고 그래도 중단되지 않으면 5-10 mg/Kg

을 추가로 투여한다. 이때 기존의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는 금기이며 40세 이상 특히 노인환자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 혈압이 90/60 이하로 떨어지거나, Q-T interval이 

증가되거나, 부정맥이 나타나거나 하면 속도를 감소시킨다. 

최근에는 심혈관계 부작용은 적고 효과는 유사하다는 이유로 

valproic aicd가 추천되기도 하며 levetiracetam, topiramate 

등의 항경련제가 효과적인 경우도 적지 않으며 lacosamide, 

brivaracetam, perampanel 등도 유용할 것으로 보고된다.

3. Established status epilepticus (Table 3)

Benzodiazepine으로도 경련이 지속되는 경우 일단 난치

성의 SE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차 치료로서 벤조디

아제핀에 반응하지 않는 뇌전증 지속증에서는 phenytoin, 

valproate, phenobarbital, levetiracetam, 혹은 lacosamide의 

부하용량을 정맥내로 투여하는 치료가 사용된다. 이들 약제

에 대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는 부족하다. 최근 두 개의 무작

위 대조군 연구가 있었다. Muldlamuri 등은 GCSE에서 lor-

azepam 이후 2차 치료로서 phenytoin와 valproate, levetir-

acetam을 비교하였다.6 2차 치료에 실패할 경우 다른 약제가 

2차 치료로 사용되는 연구 구조였는데, 2차 치료에서 세 가

지 약제의 효과와 안전성은 차이가 없었다.6 Chakravarthi 등

은 lorazepam 이후 2차 치료로서 levetiracetam과 phenytoin

을 비교하였는데, 역시 효과와 안전성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7 700명 이상의 환자가 포함된 22개의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 결과, valproate는 75.7% (95% CI 63.7-84.8), levetir-

acetam은 68.5%, (95% CI 56.2-78.7), phenobarbital은 73.6% 

(95% CI 58.3-84.8), phenytoin은 50.2%에서 발작 조절을 보

였다.8 현재까지의 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valproate, levetir-

acetam, phenobarbital, phenytoin 중 어느 한 가지 약제가 

다른 것들에 비해 우월하다는 결론은 낼 수는 없으나, 비록 

통계적 유의성이 높지 않아도 효과 면에서 valproate에 좀 더 

긍정적인 수치들을 보이고 있다. Lacosamide는 2차 약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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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타 약제와의 비교된 연구는 아직 없다.

다음 단계로는 PB이 흔히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mid-

azolam이나 propofol 등의 정맥마취제가 흔히 사용된다. PB

은 loading dose로 15 mg/Kg가 일반적이나 intractable한 경

우 고용량이 사용될 수도 있다. Midazolam이나 propofol 등

은 loading dose후에 지속적인 정맥주사를 하며 뇌파검사를 

관찰하면서 용량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NCSE에서 마취

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는 아직 논란이 있다. 

4. Refractory and super-refractory status epilepticus 

(Table 3)

Refractory SE에서의 주된 치료는 thiopental, pentobarbi-

tal, midazolam, propofol과 같은 정맥 마취 약제들이다.
9
 두 

개의 systemic review에 따르면 어느 한 약제도 다른 것에 비

해 우수하다는 근거는 없었다.
10,11

 결국 각각의 약제가 가지

고 있는 작용 기전과 부작용을 고려하여 개개 환자에게 적절

한 약제를 선택하여야 한다. 한 가지 마취 약제에 치료가 실

패할 경우 다른 치료를 필요로 하는데, 유일한 N-methyl-D- 

aspartate (NMDA) 길항제인 ketamine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 후향적 다기관 연구에 따르면 58명의 환자에서 나타난 60

건의 뇌전증 지속증 중 12%에서 ketamine 투여에 의해 발작

이 완전히 조절되었다.
12

 소아 환자에서 ketamine 투여가 다

른 마취 약제 사용시에 비해 기도 삽관률을 낮추기도 하였

다.
13

 Ketamine을 좀 더 빨리 사용하는 것이 발작 조절에 도

움이 된다는 제안도 있다.
14

 약물 치료 외에 ketogenic diet, 

면역 조절 요법, 저체온 치료 등을 고려할 수도 있다.

SE가 조절된 후에 모든 환자에서 항경련제를 유지할 것인

지에 대하여는 아직 의문이 있다. 초뇌전증이 SE로 발현되었

거나 대사성 질환에 의하여 나타나는 SE의 경우 모든 환자에

서 예방적인 목적의 항경련제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

나 SE가 기존의 뇌전증 환자에서 나타났거나 뇌병변에 의하

여 이차적으로 나타났다면 지속적인 항경련제 치료가 필요

하다.

5. NCSE

비록 대부분의 NCSE에서 심각한 신경세포의 손상의 증거

는 명확하지 않지만 일부의 보고에서 나타나는 장기간의 기

억장애와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는 바와 같이 NCSE 환자의 

사망률이 증가된다는 면에서 NCSE 역시 GCSE와 유사하게 

치료하여야 함을 증명한다. 또한 장기간의 NCSE는 뇌손상 

뿐 아니라 두부외상, 감염, 흡인성 폐렴 등의 위험성을 증가

시킬 뿐 아니라 overt GCSE로 이행될 위험성을 갖고 있으므

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이제까지의 보고에 따른 위험인자로는 1) 장기간의 지속

적인 NCSE, 2) 감염, 대사장애, 저혈압 등의 전신적인 요인

을 동반한 NCSE, 3) 뇌졸중 등의 국소적인 병변을 동반한 

NCSE, 4) EEG상 빠른 뇌전증파를 보이는 NCSE 등은 위험한 

환자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16

 대부분의 NCSE는 쉽게 치료되

지만 초기치료에 불응성을 보이는 경우 난치성의 SE로 진행

할 가능성이 높다.

ASE의 경우 benzodiazepine으로 대부분 쉽게 치료되며 기

타 CO2 inhalation, barbiturate, ESM 등이 효과적이며 phe-

nytoin 정맥주사도 유용하다. 급성의 benzodiazepine-with-

drawal에 의한 ASE는 benzodiazepine/barbiturate short-term 

therapy에 잘 반응한다.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valproic 

acid가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한다.

CPSE는 phenytoin이나 benzodiazepine/barbiturate 정맥

주사에 잘 반응하며 carbamazepine 경구약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CPSE의 경우 스스로 발작이 멈추는 경우도 있

지만 대부분 재발되는 경향이 높고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 경

우는 많지 않다. 사실 NCSE에서 GCSE와 유사하게 pentothal

이나 high dose PB, 혹은 didazolam, propofol이 필요한 경

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우 topiramate나 

levetiracetam
17

의 병용투여가 유용할 수 있다.

NCSE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치료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

이다. Pentobarbital이나 IV propofola/midazola 등이 NCSE

의 치료에 더 유용하기는 하지만 치료제로 인한 부작용은 

NCSE치료에서는 중요하게 고려할 점이라고 할 수 있다.
18

 이

러한 점에서 Litt 등(1998)의 연구에서 ICU에서 정맥내 ben-

zodiazepine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치료한 군이 일반병실

에서 치료한 군에 비하여 더 morbidity가 높았다는 보고는 

후향적 연구이며 NCSE의 특수한 집단을 연구한 결과라고 하

지라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할 것이다.
19

결  론

현재까지 SE의 약물치료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여 모든 

1차 약제의 치료효과가 뇌파상의 뇌전증파의 소실을 기준으

로 하면 overt SE에서는 70% 이하, subtle SE 환자군에서는 

25% 이하의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SE는 그 특성상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쉽지 않거나 윤리적

으로 부적절할 수 있다. 특히 SE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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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다. 따라서 refractory 혹은 super-refractory SE의 치

료는 무근거(evidence zero)의 영역이라 불리기도 한다. 최

근의 여러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약물 치료의 큰 틀을 바꿀 

만한 결과는 없다. 특히 2차 약제에 대한 무작위 대조군 연구

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추가로, 약물 치료 외에도 면역 조절 

요법, 마그네슘, 저체온 치료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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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iatric problems and specific evaluation in epilep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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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with epilepsy (PWE) have a higher risk of developing psychiatric problems than people without epilepsy. Approximately one 

quarter of PWE has been known to be suffered from depression. The frequency of psychiatric comorbidities was closely related to 

poor seizure control. Depression, anxiety, and psychosis have been reported to have a bidirectional relationship with epilepsy. The 

higher degree of depression and anxiety was more likely to elicit the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 adverse events and poor com-

pliance of antiepileptic drugs (AEDs), poor surgical outcome, and eventually, poor quality of life. Furthermore, depression and anxiety 

were closely associated with perceived stigma, obsessive-compulsive symptom, aggression, and perceived stress. Therefore, clinicians 

who take care of PWE in a busy clinical setting should search their psychiatric comorbidities by brief screening tools and treat them 

instantly to minimize their negative imp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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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he comorbid psychiatric disorders in people with epi-

lepsy (PWE) have been neglected for a long time. 

Psychiatric comorbidities have not been a focus in the field 

of epilepsy research and management, although many re-

cent epidemiological studies have found a high prevalence 

of depression and anxiety in PWE. For example, in a 

meta-analysis of 9 population-based studies, the preva-

lence of active depression in PWE was 24%.1 Its preva-

lence is almost same with the prevalence of drug-re-

fractory epilepsy (25%) in a long-term observational study 

for 1,098 patients with newly diagnosed epilepsy in the 

UK.2 However, despite major advances in the understanding 

and management of drug-refractory epilepsy, issues re-

lated to psychiatric problems in PWE remain underrecog-

niz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epilepsy and psychiatric problems 

and to suggest practical strategies for their identification by 

clinicians. 

Epidemiology of psychiatric comorbidities

Among a couple of community-based studies, a repre-

sentative study from Canada demonstrated a 17.4% life-

time prevalence of major depressive disorders (MDD) in 

PWE versus 10.7% in the general population.3 Furthermore, 

it also manifested a 2.4 times higher prevalence of lifetime 

anxiety disorders and 2.2 times higher prevalence of suici-

dal thoughts in PWE versus the general population. In a 

hospital-based study in Korea, the frequencies of depres-

sive symptoms, anxiety symptoms, and suicidal ideation in 

PWE were 27.8%, 15.3%, and 18.8%, which were 3.2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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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times, and 3.6 times higher than those of people with-

out epilepsy (PWoE).
4
 These frequencies were increased 

by poor seizure control. The frequency of depressive 

symptoms was 6.2 times, the frequency of anxiety symp-

tom was 9.7 times, and the frequency of suicidal ideation 

was 6.4 times higher in uncontrolled epilepsy than PWoE. 

In a Korean, Multicenter trial of Epilepsy and PSYchiatric 

diseases (MEPSY study), the frequencies of current major 

depressive disorder (MDD), current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GAD), and suicidality were 21.9%, 18.6%, and 

30.4% among 684 PWE who visited epilepsy clinics.
5
 The 

frequencies of MDD, GAD, and suicidality were 4.7 times, 

6.3 times, and 4.6 times higher than those of PWoE. 

Bipolar symptoms were found to be common in PWE. In a 

survey of bipolar symptoms using the Mood Disorder 

Questionnaire (MDQ), 12.2% of PWE had bipolar symp-

toms which occurred six times more frequent than in 

healthy controls.
6
 Psychosis in PWE was the third most 

common psychiatric comorbidy, followed by depression 

and anxiety. In a meta-analysis of 4 case-control studies, 

its prevalence was 5.6% and 7.8 times higher than healthy 

controls.
7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iatric problems and 
epilepsy

An abnormal secretion of serotonin (5-HT) in the central 

nervous system explains the common pathogenic mecha-

nisms shared by depression, anxiety, and epilepsy. The 

role of 5-HT in human epilepsy has been identified with 

PET study. Reduced 5-HT1A binding in mesial temporal 

structures ipsilateral to the seizure focus was demonstrated 

in people with temporal lobe epilepsy (TLE).
8
 Moreover, 

an inverse correlation between increased severity of de-

pression symptoms and 5-HT1A receptor binding at the 

hippocampus ipsilateral to the seizure focus was found.
9
 

Serotonin’s anxiolytic effects may be related to an in-

hibition of noradrenergic activation through raphe nuclei 

projections to the locus ceruleus. For example, a lower 

binding of 5-HT1A in the anterior and posterior cingulated 

and raphe was manifested in patients with panic disorder, 

compared with controls.
10

 Shared mechanism between de-

pression and anxiety explains why selective serotonin-re-

uptake inhibitors (SSRIs) are effective in controlling de-

pressive and anxiety.symptoms together. 

Recently, a matched longitudinal cohort study in the UK 

database demonstrated that the incidence rate ratio (IRR) 

of depression, anxiety, and psychosis was significantly in-

creased for all years before epilepsy diagnosis (IRR, 1.5- 

15.7) and after diagnosis (IRR, 2.2-10.9).
11

 This study clari-

fied a bidirectional relationship between epilepsy and psy-

chiatric comorbidities.

The impact of psychiatric problems

Psychiatric comorbidities, especially depression, at the 

initial diagnosis of epilepsy can be a risk factor for phar-

macoresistant epilepsy. A retrospective study from the UK 

analyzed data from 780 patients with newly diagnosed epi-

lepsy who had been followed over 20-year period to in-

vestigate predictors of pharmacoresistance.
12

 Depression 

preceding the onset of the seizure disorder was associated 

with a greater-than-twofold higher risk of developing phar-

macoresistant epilepsy. A lifetime history of psychiatric 

disorders also appears to be related to poor postsurgical 

outcomes. A UK study that reviewed the medical records 

of 280 patients who underwent TLE surgery, found that 

patients with a preoperative psychiatric diagnosis were sig-

nificantly less likely to remain seizure free (OR＝0.53, 95% 

CI＝0.28-0.98, p＝0.04).
13

Psychiatric comorbidities are main predictors for suicidality. 

In a hospital-based study in Korea, the major predictors of 

suicidal ideation in PWE were found to be depression and 

other psychiatric symptoms rather than seizure-related 

variables.
14

 In a MEPSY study, major risk factors for suici-

dality were MDD, GAD, and adverse effects of antiepileptic 

drugs (AEDs).5 Odds ratio of suicidality increased up to 

45.5 compared with no risk factors when three risk factors 

were conjoined. 

Comorbid psychiatric diseases are more likely to elicit 

subjective feelings of adverse effects of AEDs. Validation 

study of the Liverpool Adverse Event Profile (LAEP) as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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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found that depressive and anxiety symptoms 

were strongly correlated with LAEP total score.
15

 An hospi-

tal survey of Korea also demonstrated that major predictors 

for LAEP total score were depression and anxiety.
16

 

However, some components such as tegmentum/muco-

sa/weight were only affected by anxiety or duration of 

AED intake. Depression can be a risk factor for objective 

finding associated with AED side effects. In an observa-

tional study for 74 patients with newly diagnosed epilepsy 

receiving lamotrigine (LTG) monotherapy in Korea, de-

pression was a sole predictor of LTG-induced rash (OR＝

9.154, 95% CI 2.077-40.344, p＝0.003).
17

 

Depression is an important risk factor for nonadherence 

to AEDs. In a mail survey of the US, medication pos-

session ratio (MPR) was significantly lower in depressed 

patients than nondepressed ones.
18

 Depression exerted a 

direct effect on adherence, and adherence had a direct ef-

fect on seizure severity. After all, depression, adherence, 

and seizure severity had a direct effect on quality of life 

(QOL).

The ultimate goal of epilepsy management is to improve 

QOL. Several recent studies have shown that depression 

and anxiety affect on QOL. Among seizure-related, medi-

cal, AED-related, and psychiatric factors in a Korean hospi-

tal-based study, the strongest predictors of QOL were de-

pression and anxiety, followed by seizure control.
19

 Indeed, 

the QOL was significantly better in patients with drug-re-

fractory epilepsy without comorbid depression and anxiety 

symptoms than in patients with 1 year of seizure freedom 

but with such symptoms. Patients with coexisting depres-

sion and anxiety were more likely to have a poor QOL 

than were those with only one of these conditions.4 Thus, 

clinicians should always consider the coexistence of de-

pression and anxiety in each PWE and screen for both 

types of symptom simultaneously so as to prevent impair-

ments in QOL. In a MEPSY study, the strongest predictor 

for QOL was adverse effects of AEDs rather than depres-

sion or anxiety.
20

 However, adverse effects were affected 

by depression, anxiety, and seizure control in path analyses. 

Other impacts of psychiatric problems

Perceived stigma is closely associated with psychiatric 

comorbidities. In a Korean survey for PWE, the frequency 

of perceived stigma was approximately 4 times higher in 

depressed or anxious patients than nondepressed or non-

anxious ones.4 In a case control study of Korean PWE, 

20% of them revealed obsessive-compulsive symptoms 

(OCS).
21

 One of predictors to determine OCS was depres-

sion. Another case control study of Korean PWE repre-

sented that the severity of aggression in PWE was higher 

than that of PWoE.
22

 Anxiety had a direct effect on ag-

gression, but depression only had an indirect effect on ag-

gression through perceived stigma. 

In multiple surveys, 21-82% of PWE regarded perceived 

stress as an important precipitant for seizure.23-25 In addi-

tion, PWE are easily stressful due to experiencing unpre-

dictable seizure, driving or employment restriction, stigma, 

social discrimination, and AEDs side effects.26 Although 

PWE are closely related to stress, it has not been well 

known whether the degree of perceived stress is higher in 

PWE than PWoE and which factors are important to in-

crease perceived stress. Recently, I investigated perceived 

stress in PWE and identified its predictors. Subjects who 

consecutively visited my epilepsy clinic were included. 

They were adults aged 18-70 years, had a current diag-

nosis of epilepsy taking one or more AEDs for at least 1 

year. I used the Perceived Stress Scale (PSS) by Cohen and 

Williamson to measure perceived stress.27 I found that the 

degree of perceived stress in PWE was not different from 

that of PWoE. However, the degree of stress was sig-

nificantly higher in patients with uncontrolled epilepsy 

than PWoE. Depression and anxiety were main predictors 

for perceived stress in PWE. In path analyses, depression 

exerted a direct effect on perceived stress. Anxiety and 

sleep-related impairment exerted a direct effect on per-

ceived stress, and also exerted an indirect effect on per-

ceived stress via seizure control. Because perceived stress 

is a major precipitant for seizure, I concluded that a rapid 

detection and an appropriate management of psychiatric 

and sleep problems in PWE might be lessen stress and 

subsequently, prevent further seiz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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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ing of psychiatric problems

In a study of people with chronic epilepsy, 43% with a 

current MDD, 68% with a minor depressive disorder, and 

38% with a history of a lifetime episode of MDD were un-

recognized and untreated.
28

 MEPSY study reported that al-

most two third of patients who were diagnosed as MDD, 

GAD, or suicidality at the study enrollment did not have 

any psychiatric intervention before diagnosis.
5
 If so,why 

do clinicians ignore or underrecognize psychiatric co-

morbidites in PWE? There may be some reasons. First, 

they are so busy in outpatient clinic, and have no time to 

ask something. Second, they are like to focus on the dis-

ease itself, but not likely to concern to other issuses arising 

from patients. Third, they may be afraid of how to diag-

nose and treat them. Because of these reasons, it is justi-

fied that rapid screening tools for detecting psychiatric co-

morbidities, especially depression and anxiety, should be 

applied in a busy clinical setting.

Although comorbid depression and anxiety in PWE can 

be measured in structured psychiatric interviews, such as 

those employing the 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DSM-IV axis I Disorders
29

 and the Mini-International Neu-

ropsychiatric Interview (MINI),
30

 these take a long time to 

complete. For shortening conduction time, the Neurological 

Disorders Depression Inventory for Epilepsy (NDDI-E) was 

developed in the USA as a validated screening tool for MDD 

in PWE that consists of a brief, 6-item questionnaire.
31

 It 

takes less than 3 minutes to complete and a score of ＞15 

is suggestive of a MDD. I validated the NDDI-E as Korean 

language and named the Korean version of the NDDI-E 

(K-NDDI-E).
32

 The K-NDDI-E is presented in Table. A cut-

off score suggestive of MDD was 11, which was much 

lower than that of the original version. To screen anxiety 

disorders, the Patient’s Health Questionnaire-Generalized 

Anxiety Disorder-7 (GAD-7), which is a seven-item self-rat-

ing scale developed to screen for GAD, can be used.
33

 It 

takes less than 3 minutes to complete and a score of ＞9 is 

suggestive of GAD. Recently, the MEPSY study validated 

the GAD-7 as Korean language.
34

 A cutoff score suggestive 

supporting the diagnosis of GAD was 6, which was also 

much lower than that of the original version.

Depression and anxiety induced by AEDs can be meas-

ured by the Korean version of the Liverpool Adverse Event 

Profile (K-LAEP). The K-LAEP is an appropriate instrument 

to measure common adverse effects of AEDs in the pre-

ceding 4 weeks. It consists of a 19-item questionnaire, and 

each item is evaluated on a 4-point Likert scale. Total 

scores range from 19 to 76, with higher scores being in-

dicative of a greater burden of adverse effects.
35

 For the 

detection of bipolar disorder, the MDQ may perhaps pro-

vide the most convenient and useful option, despite the 

lack of validation within an epilepsy population.
36

 However, 

clinicians should acknowledge that these instruments are 

screening tools only and should not replace psychiatric re-

ferral and assessment.

Conclusions

PWE are more likely to accompany psychiatric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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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 people without epilepsy. Since psychiatric comorbi-

dites have a negative impact on daily living in PWE, clini-

cians should routinely screen psychiatric symptoms and 

treat them appropriately. The application of K-NDDI-E and 

the GAD-7 might be an appropriate option for detecting 

psychiatric comorbidities instantly. I reviewed and sum-

marized all of these issues as a review article in Journal of 

Clinical Neurology.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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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여성, 노인, 특별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군에게 항뇌전

증약(antiepileptic drug, AED) 치료를 고려할 때에는 일반적

인 항뇌전증약 치료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 특별히 더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본 강의에서는 여성과 노인, 그

리고 그 밖의 특별한 내과적 상황에 있는 환자의 뇌전증을 

치료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다루고자 한다. 

여성

뇌전증 여성은 임신을 꺼려하기도 하지만, AED를 갑자기 

중단하거나 감량하여 문제가 되기도 한다.1 AED와 경구피임

약의 상호작용을 알지 못하여 원치 않는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다. 1/3 이상의 여성 뇌전증 환자는 임신이나 피임과 관련

된 이슈를 담당의에게 전혀 듣지 못했다고 보고한다.2 여성 

뇌전증 환자를 치료할 때 임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뇌전증이 진단되는 첫 순간부터 이

에 대한 설명과 상담(preconceptual counseling)이 이루어져

야 한다.

1. Teratogenesis of AEDs

임신 첫 삼분기동안의 AED 노출은 태아의 주기형(major 

congenital malformation) 발생 위험도를 증가시킨다. 주기

형의 대부분은 임신 8-10주 이전에 형성되므로, 임신 전 상담 

및 준비가 중요하겠다. 태아의 주기형과 관련된 상담을 할 

때,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점은, 건강한 여성에게도 태아의 

주기형이 1-3%의 빈도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뇌전

증 환자의 임신 레지스트리 연구에서 valproate는 일관되게 

높은 주기형 발생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그 

빈도는 4.7-13.8%로 알려져 있으며,3 용량 의존적으로 발생

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4 과거에는 AED 병합요법이 

단일요법보다 주기형 발생이 증가한다고 생각하였으나, 최

근 연구에 의하면 valproate가 포함되지 않은 병합요법의 경

우에는 주기형 발생률의 증가가 크지 않아,5 valproate 대신 

levetiracetam이나 lamotrigine과 같은 비교적 안전한 AE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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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요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최근 태중에서 valproate에 노

출된 아동의 지능이 타 AED에 노출된 경우에 비해 낮고,
6
 au-

tism이나 autism spectrum disorder의 발생이 높다
7
는 것이 

알려져, 인지적 측면에서도 valproate는 피해야 할 약제로 생

각된다. 

2. 임신 중 뇌전증 발작 

임신 중 발작은 태아의 anoxia, heart rate 변화, 임산부의 

injury와 관련되어 있고, 뇌전증 산모는 정상인에 비해 10배

가량 mortality가 높다고 알려져 있어, 임신 중 발작의 조절은 

중요하다. 임신을 확인했을 당시 이미 태아는 AED에 노출되

어 있고, 임신 중 갑작스런 항뇌전증약의 감량, 변경, 중단은 

발작의 위험도를 높이기 때문에 임신 확인 후 AED의 감량이

나 변경, 중단은 일반적으로 추천되지 않는다. 대부분(54-80%)

의 여성은 임신 중 발작 빈도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으며, 약 

1/3 미만에서 발작빈도의 증가 혹은 감소를 보고한다.
8,9

 임

신 전 9개월간 발작이 없었던 여성은 임신 중에도 약 90%에

서 발작 재발이 없었다.
8
 이를 근거로, AED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소 9개월 전에는 변경을 완료하고 발작이 안정된 상

태에서 임신을 시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Lamotrigine
10

과 

oxcarbazepine,
11

 levetiracetam
12,13

은 임신 중 metabolism의 

변화가 현격하여, 용량의 조절이 필요한 AED으로 Therapeutic 

drug monitoring이 추천된다. 

3. 엽산

모든 가임기 환자에게 0.4-4 mg/d의 엽산이 추천된다. 이

는 일반여성에게 neural tube defect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확

인되었고, 몇몇 항뇌전증약제는 낮은 혈중 엽산 농도와 관련

되어 있고 임신 첫 삼분기의 낮은 혈중 엽산 농도가 태아의 

주기형과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로부터 도출된 권고사항이

다. 최근 정상 산모에게 하루 5 mg 이상의 고용량 엽산을 사

용하였을 때, 자녀의 psychomotor development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보고
14

가 있어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다. 

4. 피임

대부분의 환자들은 AED와 경구 피임약의 상호작용에 대

해 모르고 있으며, 뇌전증 진료실에서 피임에 대해 상담을 받

는 경우도 드물다. 뇌전증 여성을 치료하는 의사는 반드시 

피임과 관련된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하며, 환자에게 정확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효과가 좋고 가역적인 방

법은 intrauterine device이며,
15

 경구 피임제는 enzyme-in-

ducing AED (EIAED)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추천되지 않는다.
16

 일부 경구 피임제에 포함되어 있는 Ethinyl 

estradiol은 glucuronidation pathway를 induction하여 la-

motrigine의 혈중 농도를 절반가까이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 효과는 며칠 이내 빠르게 소실되어 경구 피임제를 사용하

지 않는 기간에 갑작스레 lamotrigine 농도가 상승해 toxicity

가 나타날 수 있다.
17

 Perampanel은 levonorgestrel level을 

40% 가량 감소시켜,
18

 levonorgestrel이 포함된 경구 피임제

나 피하 implants의 경우 추가적 피임법 사용이 권유된다. 응

급 피임제의 경우에도 EIAED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2배 

용량을 복용할 것이 권유되며, 가급적 경구 응급 피임제 보다

는 copper IUD의 사용이 권장된다.

노인

60세 이후에는 뇌전증의 발생률이 연령에 비례하여 증가

하는데, 최근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노인 인구의 뇌질환 중 뇌

전증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노인은 renal clearance의 저하, 

hepatic blood flow와 liver size의 감소, 위장관 내 흡수 기능

의 저하, 혈중 알부민의 감소로 인한 단백 결합의 감소 등의 

변화로 동일한 용량에서 AED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Felbamate, gabapentin, lacosamide, lamotrigine, 

levetiracetam, oxcarbazepine, pregabalin, topiramate, vig-

abatrin은 노인에서 20% 이상 clearance가 감소되는 AED이

다.
19

 가급적 적은 용량으로 시작하여 천천히 titrating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동반질환을 가지는 경우가 흔하며 이로 인해 복용 중

인 약물이 많아 약물상호작용의 가능성이 더 높다. 간으로 대

사되는 AED (phenobarbital, phenytoin, primidone, valproic 

acid, carbamazepine, oxcarbazepine, eslicarbazepine, zo-

nisamide, lamotrigine, perampanel, felbamate, rufinamide, 

clobazam)은 간으로 대사되는 다른 약제와 상호작용이 나타

날 수 있다. 또한 cytochrome P450의 inducer나 inhibitor로 

작용하는 AED는 다른 약제의 농도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노인에서 AED의 효과에 대한 randomized head to head 

연구는 드물다. Lamotrigine, gabapentin, carbamazepine의 

비교연구에서 항뇌전증효과는 큰 차이가 없으며, 내약성

(tolerability)이 lamotrigine, gabapentin에서 좋았다.
20,21

 Oxcar-

bazepine,
22

 levetiracetam,
23

 zonisamide
24

도 노인층에서 비

교적 안정성과 내약성이 좋은 것으로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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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Malignancy는 primary CNS tumor나 CNS metastasis의 양

상으로 직접 seizure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항암치료나 방

사선 치료 또는 뇌졸중의 합병증이나 metabolic disturbance, 

paraneoplastic syndrome으로 seizure와 관련될 수 있다. 

다수의 항암제는 seizure threshold를 낮출 수 있다. L-as-

paraginase, busulfan, carmustine, cisplatin, cyclosporine, 

etoposide, methotrexate는 경련을 유발할 수 있는 약제로 

보고된다.
25

 Busulfan 사용 시에는 Short term AED prophy-

laxis가 필요하다.
26

 Monoclonal antibody의 경우 seizure 발

생에 대한 보고는 많지 않으나, blinatumomab은 약 20%에

서 CNS side effect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27

 

암 환자에게서 seizure가 발생할 경우,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감별(metastasis, metabolic causes, chemotherapeutic 

agents, hidden infectious causes secondary to immuno-

compromise, stoke, posterior reversible encephalopathy 

syndrome)이 우선 중요하며, AED의 선택 시에는 향후 che-

motherapeutic agent와의 약물 상호작용을 반드시 고려하여

야 한다.

결  론

여성의 뇌전증은 최초 진단 시부터 향후 임신 및 출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AED의 선택 및 임신 전 상담을 시작

해야 한다. Valproate는 가임기 여성 및 향후 가임기에 들어

갈 소아환자에게서 일차로 선택되어서는 안 되는 약제이며, 

현재 Valproate를 사용 중인 가임기 여성이라면 반드시 임신

을 계획하기 전 충분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AED의 변경을 

시도해보아야 한다. 피임에 대한 교육 또한 충분히 이루어져

야 한다. 노인 뇌전증은 약동학적 변화 및 타약제와의 상호

작용을 고려하여야 하며 적은 용량으로 천천히 titration 하여

야 부작용을 피하고 효과적인 치료에 도달할 수 있다. 암 환

자에게서 발생한 발작은 다양한 원인 감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AED의 선택 시 향후 지속될 항암치료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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